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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유럽의 경우, 중세 도시의 열악한 환경과 오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많은 역

사학적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생 상태에 대한 실증적 추론이 가능해졌다

(Addyman, 1989: 244-64). 1980년대 영국 요크(York)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고고학적 조사에서는 고기생충학적 연구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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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로마시대부터 근대 이전까지 이 

지역 사람들이 앓던 다양한 질병과 위생 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로마시대 영국 도시는 폐기물이 잘 관리되어 상대적으로 위

생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로마의 멸망과 함께 상태가 극히 열악해져 이

후 도시 유적을 보면 쓰레기가 아무 데나 버려지는 등 관리가 극히 불량한 양

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Addyman, 1989: 244-64). 이 고고학적 발견은 중세 

유럽 도시의 경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잘 관리되지 않아 극히 비위

생적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그간 역사학적 보고와도 일맥상통하여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과거 도시의 상황이 어떠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해 자세히 고찰할 근

거가 별로 없다. 다만 고고학 시료를 이용하여 옛사람들의 기생충 감염 정

보를 얻는 것을 고기생충학적 연구 기법(paleoparasitology)이라 하는데, 이

를 통하여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생충 감염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과학

적인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게 되어 도시 위생 상태에 대해 보다 깊이 고찰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고기생충학 연구는 조선시대 미라 및 무덤에서 

얻어진 시료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Seo et al., 2007: 589-92, 2008: 

467-72, 2010: 366-70; Shin et al., 2009a: 137-45, 2011a: 323-6, 2011b: 3555-

9, 2012a: 1283-6, 2012b: 1103-10, 2013: 211-6; Oh et al., 2010a: 1269-73, 

2010b: 225-8), 최근에는 관련 연구의 범위가 한층 다양해져 과거 도시 유적에 

대한 고기생충학적 분석도 아울러 시행되고 있다(Shin et al., 2009b: 2534-9).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 사대문 안 구제발굴 중 획득한 조선시대 토양 시료 분

석에서 기생충란이 다량 확인되어 근대화 이전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토양매

개성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Shin et al., 2011b: 

3555-9; Shin et al., under review).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생활사를 고려하면, 조선시대 한성부 사대문 내 토

양 시료가 기생충란으로 많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 인구 20만의 대

도시로 번성했던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 기생충 감염률이 극히 높은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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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기생충 감염률이 매

우 높은 개발도상국 토양 시료에서 기생충란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Schulz and Kroeger, 1992: 95-103; Uga et al., 1995: 730-4, 1997:14-7; 

Chongsuvivatwong et al., 1999: 64-7), 토양 시료 내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기

생충란은 해당 지역 주민이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큰 당시 상황을 반영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화 이전인 1940년대 기생

충감염률 조사에서 회충, 편충, 구충 등 토양매개성 장내 기생충 질환 감염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1) 결코 이례적인 일이라고

는 볼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사

회적 조건이 조선시대 사대문 내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

렵다고 하겠다.

하지만 서울 사대문 안 조선시대 토양 시료에서 얻어진 그간의 고기생충학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분포 양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우선 청

계천 등 사대문 안의 조선시대 개천 바닥, 골목 배수구 등에서 얻어진 시료에

서 토양매개성 기생충란에 심각하게 오염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천이 성내의 오물이 씻겨 나가 통과하는 마지막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

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경복궁 담벼락 아래, 지금 세종로인 육조(六曹)거

리, 지금 서울시청인 군기시(軍器寺) 자리, 종묘 광장(宗廟廣場) 등 예로부터 

번화하고 개방된 곳으로 사람 분변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지역의 조선시대 지층에서도 의외로 토양매개성 기생충란이 다수 관찰

되었다. 이런 예상 밖의 결과는 서울 시내 홍수에 의한 주기적인 범람으로 도

시의 오물이 사대문 안 구석구석을 휩쓸었기 때문이라고 잠정적으로 해석되

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Shin et al., 2011b: 3555-9, 

under review). 

1)  194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기생충 감염률 조사에 의하면 충란양성률이 회충은 82.4%, 편충

이 81.1%, 구충이 46.5%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경향은 해방 이후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

었다. 이순형,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의 변천사」, 『대한의사협회지』 50-11, 2007, 93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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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대문 안 조선시대 시료에 대한 고기생충학적 연구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양상이 확인되는 이유를 찾고자 할 때, 임상의학에서 흔히 사용되

는 역학조사(epidemiological study)가 불가능한 이상 전혀 다른 연구 기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의 질병이환 양상을 파악하

는 데에는 현전하는 역사적 문헌을 고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할 때, 당시 상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대문 안 도성민이 쏟

아 내는 배설물 처리, 주기적인 홍수와 범람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대한 검

토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률

이 어떤 사회에서 높게 유지되는 것은 기생충 생활사(life cycle)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조건이 전

근대 사회인 조선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나

타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문헌 검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서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사대문 내 조선시대 토양에서 높은 오염률을 보이는 

이유와 그 양상을 현전하는 당시 문헌에서 찾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 사이에 감염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되는 회충

(Ascaris lumbricoides)은 인분에 오염된 토양을 통해 직접 감염되거나 인분

을 거름으로 써서 재배한 야채 등 음식물을 날로 섭취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 소장에서 알을 깨고 나와 폐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소장으로 돌

아온 후 성충으로 성장하여 최장 2년간 생존하면서 알을 낳는다. 회충알은 사

람 똥과 함께 체외로 배출되는데, 토양 속에 존재하던 회충알이 다시 사람의 

입으로 섭취되면 사람을 숙주로 하는 회충의 생활사가 완성되며 해당 지역 사

회의 회충 감염률이 높게 유지 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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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생충학계는, 근대화 이전 토양매개성 기생충 질환이 높은 감

염률을 보였던 중요한 이유로 비위생적 생활환경과 인분을 거름으로 이용하

는 우리나라 전통 영농 방법, 채소를 생식하는 습관 등을 지적하였다(이순형, 

2007: 937-45). 실제로 동아시아 사회는 연작(連作)으로 고갈된 지력을 보충

하여 농업생산력을 올리려고 최근까지도 인분을 비료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농법이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점이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률

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원인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조

선시대 도성민 사이에서 회충의 감염률이 높아지는 데 필요한 단계를 조선시

그림 1. 전통적 회충 감염 경로에 기초한 조선후기 한성 주민 기생충 감염 경로에 대한 추정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안에 포함된 회충란이 유충을 거쳐 성충으로 성장하여 이로부터 새로운 회

충란이 대변에 섞여 배출되는데(Human으로 표시된 부분), 이는 기생충학적 연구에 의해 잘 밝혀진 부분

으로 본 연구가 구명(究明)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다. 회충란이 사람 몸을 빠져 나와서 다시 섭취될 때까

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의학에서는 역학적 연구(epidemiological study)의 영역이지만, 

조선시대 사정을 논하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연구 기법이다. 실제로 배변(defecation), 인분 수

집(collection), 비료 숙성(making fertilization), 비료 주기(spreading),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ingestion)의 각 

단계가 조선시대 높은 회충감염률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가를 자세히 구명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기에 오직 역사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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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당시 상황에 맞추어 추정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1) 사대문 안에서 인

분의 수집(collection)과 (2) 인분을 이용한 거름 만들기(making fertilizer) 과

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름에는 배출된 회충란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으로 만들어진 거름을 (3) 채소밭에 뿌리게(spreading fertilizer) 되면 채소

는 기생충란으로 오염된다. 다음으로 (4) 농민은 채소를 도성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공급하는데 이때 (5) 날것으로 채소를 섭취(eating raw vegetables)

하게 되면 회충에 감염되게 되는 것이다. 이 회충이 사람 체내에서 성충으로 

성장한 후 낳은 알이 다시 인분과 함께 바깥으로 배출되면 생활사가 완성되

는 것이다. 

이는 매우 논리적으로 추정한 당시 정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동일한 방식

으로 회충 감염이 조선시대 도성 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

는 것은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림 1에서 추

정한 각 단계를 역사학적 연구 방법론에 따라 현전하는 조선시대 문헌에서 

하나씩 찾아 직접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추정 가능한 조선시대 도성 내 회

충 감염의 구체적 과정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이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표 1. 회충 감염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문헌에서 살펴보아야 할 구체적 내용

도성 내 전반적 위생 상태

(Sanitary Condition of Old Seoul City)

도성 내 위생 상태 

상하수도의 유지 상황

홍수의 기록

화장실(Toilets) 도성 내 화장실 설치 현황

인분 수집 과 비료 제작

(Collection of Night Soil to make the Fertilizer)

도성 내 인분 수집 과정의 추정

직업적 인분 처리 업자의 유무

인분을 이용한 비료의 제작

채소밭에 시비

(Spreading Fertilizer for Vegetable Growing)
도성 내외 농경지 분포의 상황

오염된 채소의 공급, 구매, 소비

(Ingestion of Contaminated Food)

도성 내 채소의 공급 방법 

우리나라 채소 생식의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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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록만으로 확인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분뇨 처리 시설의 실제 구

조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이루어진 서울 지역 발굴 보고서를 

아울러 검토하였다. 검토한 보고서는 모두 82건이다. 옛 한양 도성 내 지역의 

경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유적층의 교란이 상대적으로 심한 편

이다. 따라서 전근대로 확정할 수 있는 유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

에서 중기에 걸치는 유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지역은 사대문 안

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인접 지역까지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대체로 오늘날 서울 

강북 지역에 해당한다. 각 보고서 내에서 분뇨 처리 시설일 가능성이 있는 구

조물의 기술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3. 도성 내 전반적 위생 상태

최근에 얻어진 고기생충학적 연구 성과로 조선시대 한성부 내 곳곳이 기

생충란에 의해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Shin et al., 2011b: 3555-9, 

under review). 이는 일차적으로 당시 도성민이 토양매개성 기생충에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기생충란에 의한 토양 오

염이 심할 경우 토양 자체로부터 직접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이 이루어지

는 상황도 늘어날 것이다.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북학의(北學議)」에

서 청나라의 당시 거리 상황을 예로 들면서 조선의 서울 거리를 다음과 같이 

비교 묘사하였다. 

중국은 똥을 금처럼 아끼고, 길거리에는 재[灰]도 남기지 않는

다. 말이 지나가면 삼태기를 들고 그 꽁무니를 따르며 말똥을 줍

는다. 길가의 백성은 매일 광주리를 끼고 삽을 메고서 흙 속의 말

똥을 골라낸다. 똥은 모두 네모반듯하거나, 혹은 삼각형이나 육각

형으로 쌓고 그 아래에 도랑을 파서 물에 쓸려가지 않게 한다. 똥

을 사용할 때에는 물에 섞어 걸쭉한 진흙처럼 만들어 바가지로 퍼

서 쓰는데, 대개 그 효력을 고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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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려서 사용하니 효력이 흩어져 완전하지 못하다. 도성의 똥을 

다 수거하지 못하여 악취와 오물이 길가에 그득하고, 하천 다리나 

석축에 덕지덕지 말라붙어 큰 장마가 지지 않으면 씻기지도 않는

다. 개똥이나 말똥이 항상 뒤덮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 논밭에

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똥이 이미 넘

쳐 나니 재는 모조리 도로에 버려 바람이 조금만 일어도 차마 눈을 

뜰 수 없고, 휩쓸려 나부껴 모든 집의 음식물을 불결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그 불결함을 탓하며 이사를 하지만, 실은 버린 재에서 발

생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시골은 사람이 적어 재를 구하고 싶

어도 많이 구하지 못하는데, 지금 몇 만 곡(斛)인지 모를 도성 안 1

년 치 재가 도리어 버려져 쓰이지 못하니, 이는 몇 만 곡의 곡식을 

버린 것과 같다. 게다가 형률에 “오물을 길가에 흘려보낸 자는 장(

杖)을 친다.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법조문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었고, 진(秦)나라 법에서는 재를 버린 자는 처형하였

다. 이것이 상앙(商鞅) 때의 가혹한 법률이라고 해도 요체는 농사

에 힘쓰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의 벼슬아치는 불가하다

며 금지하지 않는데, 농사를 살피며 나라를 깨끗하게 하니 일거양

득이라 하겠다.2)

박제가가 묘사한 한성부 거리 모습이 당시 상황을 대단히 저급하게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살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

여도 이런 광경이 조선 도성의 당시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근대 이

전 다른 나라 도시의 역사적 기술을 살펴보면,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은 주택에 일정한 측간 시설이 없어 아무 곳에서나 배변하는 것이 거의 상례

화 되어 있었으며(Blume, 2005), 인구밀도가 높은 대부분의 중세 유럽 도시

2)  朴齊家, 『貞蕤集 附 北學議外編』 糞 “中國, 惜糞如金, 道無遺灰, 馬過則擧畚而隨其尾, 以收

其糞。 道傍之氓, 日持筐曳鍬, 揀馬矢於沙中。 積糞皆方正, 或三稜·六稜而浚其下, 令水不亂

流。 用糞皆和水如濃泥, 以瓢舀用, 蓋欲均其力也。 我國用乾糞, 力散而不全。 城中之糞, 收之不

盡, 臭穢滿路, 川橋石築之邊, 入乾累累, 非大霖雨則不洗。 犬馬之矢, 恒被人踏, 田疇之不易, 

此可推矣。 糞旣有餘, 灰則全棄於道, 風稍起, 目不敢開, 轉輾飄搖, 以至萬家之酒食不潔。 人徒

咎其不潔, 而不知實起於棄灰。 夫鄕村人少, 故欲求灰而不可多, 今城中一歲之灰, 不知其幾萬

斛, 反棄之不用, 是與棄幾萬斛穀同也。 又律有汚穢之溝, 通於道旁者杖, 水則不禁之文, 秦法, 

棄灰者死, 此雖商君之酷, 要亦出於力農之意。 今之有司, 不可以不禁, 監於農而潔於國,一擧而

兩善具焉。” <http://db.history.go.kr/url.jsp?ID=sa 정유집부북학의>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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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축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고, 가정의 오수를 거리에 투척하여 버

릴 정도였는데, 거리의 오물은 비가 많이 올 때에나 씻겨 나갈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한다(Easton, 1964). 박제가가 묘사한 조선의 한양 도성 내 거

리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며 비슷한 시기 다른 나

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박제가는 똥이 도성 내 하천 다리나 석축에 말라붙어 있는 것도 많다고 했

는데, 이는 해당 개천이 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

겠다. 실제로 이미 보고된 고기생충학적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당시 사대문 

내 하천에 상당한 정도의 기생충란 오염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바 있는데(Shin et al., 2011b: 3555-9, under review), 이는 결국 도성 내 여

러 지역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든 하천수가 인분에 오염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시 청계천 물이 세탁용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상황을 생

각하면 오염된 하천수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도성민의 피해를 어느 정도 예

측할 수 있겠다.3)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도시민에게 있어 안전한 상수원이 확보되는 것은 건

강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대 이전 

기록을 보면 도성 내 상수원도 인분에 의한 오염에서 아주 자유롭지 않은 상

황이었다고 보인다. 당시 사람 똥이 우물에 흘러들어 가 이를 마시는 것만으

로도 회충의 감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전 판교(判校) 강우량(康友諒)이 상소하기를, “……(봉상시에서 

제사에 쓸) 술을 빚는 날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우물가에 앉아 

1백 번에 이르도록 깨끗이 씻고 우물물도 퍼내 청소하여 뒤섞이

3)  時代日報. 1924年 10月 4日. 第1面. 糞尿에 싸인 淸溪川 빨래군의 불평이 더욱 심해. 이 신문 

기사를 보면 1924년 高陽郡 漢芝面 新堂里에 있던 京城糞尿留池의 저류조 일부가 무너져 똥

물이 청계천에 흘러들어 빨래꾼이 빨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청계천은 일제강점

기에도 빨래터로 사용되고 있었다. 신당리는 지금의 서울 중구 신당동이다. 이 京城糞尿留

池는 1908년을 전후로 漢城衛生會에서 동대문 밖, 서대문 밖, 마포 등에 糞尿處置塲、 塵埃燒

棄塲을 설치할 무렵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http://db.history.go.kr/url.jsp?ID=sa 시

대일보>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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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에밥을 지을 때에도 직접 단속하여 멋대

로 훔쳐 먹지 못하게 했고, 술을 걸러 낸 뒤에는 따로 가져간 동이

에 담아 단단히 봉하여 삼가도록 서명하여 훔쳐 마시는 부정행위

를 막았습니다. 이는 신의 직분상 일에 불과했는데도 동료의 손가

락질과 하리(下吏)의 증오가 참으로 너무도 심하였습니다. 그래도 

신은 이를 감당하고서 그냥 두었습니다. 또 우물가 3, 4보 떨어진 

곳에 마구간과 측간이 있기 때문에 오물이 우물에 흘러들까 두려

워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옮겨지었는데, 신이 이 직임을 떠난 뒤

에 도로 옛 자리에 두었으니, 저들만은 유독 무슨 마음인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였다.4)

(우리나라에서는 똥은 그렇다 해도) 오줌은 아예 받을 그릇도 없

다. 시골의 농사짓는 집은 깨진 통에 받다 보니 반은 받고 반은 흘

린다. 서울에서는 날마다 집안이나 길거리에 그대로 쏟아 버리니 

우물물이 모두 찝찌레하여진 것이다.5)

我京城內의 井水와 如은 殊히 然니 今市內의 井水을 採
야 檢 其濁色이 有야 鹹味를 有을 知리로다 此 我

國의 俗糞尿와 如과 汚物을 地上에 流棄야 顧치아니야 幾

白年의 久히 地中에 深浸된거시 井水에 混야 湧出이로다 其鹹

味無하고 淸烈하야 一見純良水의 如도 此를 顯微鏡의 照 中에

 幾多의 汚毒物를 含有을 發見하리로다 然하나 水中의 汚物이 

多은 其沸騰만하면 人體의 害를 除을 得하려니와 生水를 飮

用하 習慣이 有 我國人은 常히 如斯 不良水를 飮用이 其

身體의 害有은 誠히 戰慄 事오.6)

4)  『承政院日記』 英祖 8年 9月 18日 壬寅 “前判校康友諒疏曰,……釀酒之日, 正冠束帶, 坐於井

邊, 限百度精洗, 井水, 亦爲前期浚濬滌, 勿令淆雜。 及其蒸飯也, 亦爲親檢, 使不得任意偸喫, 

漉出後別齎甕中, 堅封謹署, 以防竊飮之弊。 此不過臣職分內事, 而同僚之指點, 下吏之仇疾, 

固已滋甚, 臣亦任之而已。 且井邊三四步之間, 有馬廏及廁間, 故臣恐汙濊之物, 入於井中, 移

置稍遠之地, 及臣移職之後, 還置故處, 彼獨何心, 誠可怪駭。”<http://sjw.history.go.kr/ 승정

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5)  朴齊家, 『貞蕤集 附 北學議』 糞 五則 “溲溺, 則尤無其器。 鄕村種麥之家, 受以破槽, 收者半·

溢者半。 都下則日委之. 於庭宇街巷, 以至井泉皆醎。” <http://db.history.go.kr/url.jsp?ID=sa 

정유집부북학의> 검색일 2013. 4. 10.

6)  皇城新聞. 1906年 11月 13日(大韓光武十年十一月十三日火曜) 第4面 衛生問題要感. <http://

www.kinds.or.kr/ 황성신문>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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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이 널린 거리, 개천 주변의 오염, 오수의 우물 유입 등과 함께 도성민에

게 인분 오염물의 접촉 가능성을 한층 높게 한 것은 조선시대 사대문 안에 빈

발한 홍수였다. 한성부 사대문 안은 조선후기 인구가 급증하고 늘어나는 토

사가 청계천 등 하천의 순조로운 흐름을 막으면서 폭우 때마다 잦은 수해를 

경험하였다. 홍수 때문에 사대문 내 민가가 자주 표몰되었으며 홍수가 끝난 

후에도 수몰된 지역은 토사로 뒤덮이기 마련이어서 홍수로 토사가 한성부 내 

여러 구역을 뒤덮은 일이 당시 기록에서 많이 보인다.7) 18세기 중엽에는 도성 

인구가 증가하여 산림을 훼손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산사태가 빈번하여 하상 퇴

적이 가속화되어 범람이 잦아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청계천 물이 궁궐 일대

로 역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상황에 대한 영조와 한성부 좌윤(漢城府左

尹)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봉한이 아뢰기를, “소신이 심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성 안

의 모든 교량이 다 막혀 큰물이 지면 도성 백성이 휩쓸릴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준설하여 통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

르기를, “대궐의 연못과 교량도 많이 막혔다. 이는 산에 나무를 기

르지 않아서 그렇다. 대체로 도성 안의 인민이 너무도 많다고 할만

하다. 육조거리는 예전에 인가를 짓지 못하게 하던 곳인데, 지금은 

인가가 많다. 종로 앞길이 이처럼 되풀이되니 기강이라는 것을 도

무지 볼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홍봉한이 아뢰기를, “들어선 인

가를 헐어 내야 합니까?”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헐어 내면 어

찌 잔인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홍봉한이 아뢰기를, “준천(濬

川)하는 일은 온 도성과 삼군문(三軍門)의 인력을 동원하지 않는다

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준천을 하더라도(

파낸 흙은) 어디에 두겠는가. 전부터 있던 골칫덩이에 새로운 골칫

7)  『承政院日記』 正祖 12年 1月8日 辛未 “有隣·秉模曰, 此司圃署貢人等所懷也。 以爲本署貢物, 

元無惠·戶廳受價, 只以本署錢五百兩及折受田畓三十餘結, 以爲進排各樣菜蔬, 而近年以來, 

光熙門外所在田, 皆爲陳廢, 此外又多川反覆沙者。” 『承政院日記』 肅宗 19年 7月 13日 乙卯 “

工曹判書鄭維岳所啓, 內資供上水芹畓, 在於五間水門外, 上年被水覆沙, 其時本寺, 適無提調, 

自戶曹啓稟, 使京畿調發役夫修築矣。 今年潦雨, 又爲覆沙, 凡芹畓, 必須早秋種根, 然後可爲

冬春之用, 而今月念晦之間, 則農工亦已向歇, 依上年例, 分付京畿與本寺官員, 相議眼同, 趁
時修築, 何如? 上曰, 依爲之。”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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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를 더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홍봉한이 아뢰기를, “소

신의 생각으로(파낸 흙은) 천변 좌우에 쌓고 산에는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실시할까요?”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풍

각(觀豐閣) 근처가 전에는 막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두 막혔다. 

이는 필시 응봉(鷹峯)의 토사가 흘러내려 그런 것이다. 옛날 ‘말을 

타고 광통교(廣通橋) 아래로 오간다.’는 말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홍수가 나 범람하더라도 꼭 물에 잠길 우려는 없었고, 외적

이 침입하여 도성을 수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큰 물줄기라면 

배가 살곶이[箭串]까지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물을 대어도 

흥인문에 이르기는 어려웠다.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노량진은 태

반이 막혀 모래사장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홍봉한이 이르기를, “

수구문도 메워져 물이 청량교(靑梁橋)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고인

이 된 참판 이중협(李重協)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오간수문

에 시신이 걸려 건져냈습니다.”라고 하였다.8)

특히 위에서 청계천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하류로 떠내려가지 않고 궐내의 

물이 청계천으로 흘러나오는 오간수문에 시신이 걸렸다고 말한 것은 중요하

다. 이는 곧 큰물이 지면 하수구인 오간수문으로 청계천 물이 궁궐로 역류하

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수로 역류하여 침수된 도성 일대가 토

사로 뒤덮이면 도성 내 어딘가에 모여 있던 인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왕의 고기생충학적 연구에서 조선시대 사

대문 안 육조거리 등 많은 사람의 통행이 있었을 지역의 토양에서 기생충란

이 많이 발견되었던 사실(Shin et al., 2011b: 3555-9)은 홍수로 말미암은 기

8)  『承政院日記』 英祖 27年 5月 2日 戊戌 “鳳漢曰, 小臣有深慮者, 城內諸橋, 盡爲湮塞, 若或大

水, 則都民必有漂沒之患, 不可不一番開濬矣。 上曰, 闕中塘梁, 亦多湮塞, 此由於山無長養之

木而然矣。 大抵城內人民, 可謂殷盛矣。 六曹前路舊禁人家, 今則多矣。 鍾漏前路, 若復如此, 則

紀綱尤無可見矣。 鳳漢曰, 所在毁撤, 宜矣。 上曰, 毁撤豈不殘忍乎? 鳳漢曰, 濬川一事, 非動一

城·動三軍門之力, 則不可爲矣。 上曰, 雖濬川, 將置何處? 古有梁山泊, 別創一梁山泊可乎? 鳳

漢曰, 小臣之意, 則積置川邊左右, 而爲山種樹則好矣。 待秋擧行, 如何? 上曰, 觀豐閣近處, 古

不湮塞, 而今則盡塞, 必是鷹峯沙石, 流來而然矣。 古語云, 騎馬出入廣通橋下矣。 我國處地, 雖

洪水汎濫, 必無沈沒之慮, 外賊雖欲灌城, 亦不能矣。 大水則船入箭串云, 而自其處灌水, 至興

仁門難矣。 今番見之, 露梁津太半, 湮塞爲沙場矣。 鳳漢曰, 水口門, 亦爲湮塞, 水不得通洩靑梁

橋, 故參判李重協之子溺死, 掛於五關水門得之矣。”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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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충란의 지리적 확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사실 별로 없다. 서울의 경우 주

요 큰길은 소설군(掃雪軍)이 있어 눈을 치우고 길을 청소하였다는 기록을 보

면9) 조선시대 당시 육조거리를 비롯한 대로에 똥이 많이 버려져 있을 가능성

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도성 안 토양은 기생충란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리라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도성 내 거주민에 있어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4. 분뇨의 처리

1) 화장실

토양 오염 못지않게 조선시대 도성 내 회충 감염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

토하여야 할 사항은 인분으로 만든 거름이 밭농사에 많이 사용되고 그렇게 

생산된 작물을 날로 섭취하면서 걸리는 경우이다. 이 주장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화 이전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에 관련하여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했던 

감염 경로의 하나인데, 이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

와 같이 사람의 몸에서 기생충란이 배출된 후 다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가능한 경로를 문헌상에서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단계로 조선시

대 도성에서 성안의 분뇨가 어떻게 모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였는

지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도성 내 왕궁, 민

가 그리고 성내 거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분이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었는가

를 구명해야 한다.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도성 안 인분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길거리에 많

9)  『承政院日記』 英祖 13年 9月 23日 戊申 “上曰, 判尹今方入侍, 當下敎矣, 都民坊役之苦重, 未

有甚於近日, 予幼時嘗見掃雪軍, 或有金玉者爲之, 心常憐之, 此弊最宜急速變通矣。” <http://

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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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려지고 있었다고 했지만, 도성 안에 나름의 인분 저장 및 수거를 위한 틀

이 있어 그 안에서 인분이 처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분을 

배설했을 때 가장 먼저 모이게 되는 곳은 화장실이므로 이에 대해 먼저 살펴

보면, 조선시대 한성부 도성 안에도 상당한 수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리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시설물의 성격상 역사 기록에서 이

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도성 내 왕궁에 설치된 화장실을 보면 오늘날 

남은 궁궐에서는 옛 화장실을 찾기는 어려워도 국보 249호 『동궐도(東闕圖)』

와 보물 1534호 『서궐도안(西闕圖案)』에는 궐내의 일부 건물에 ‘廁間’이라고 

쓰인 것이 있어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10) 하지만 같은 그림을 모사한 다른 

궁궐 그림을 보면 화장실의 위치가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궐내 각 관사의 화장실을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라 여겨 대체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이 아닌 기록에서는 궐내 화장실이 많이 확인되는데, 경희궁의 

경우 초가지붕의 예문관 측간에서 소제하던 전연사(典涓司) 군졸의 부주의로 

불이 났다는 기사가 보이며,11) 창덕궁에 있던 상의원 화장실 1칸이 몹시 낡아 

무너질 지경이므로 급히 수리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다.12) 특히 상의원에 있던 

화장실은 낡기는 했지만, 최소 5칸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궐내 각 

관사 화장실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규모가 컸다고 보인다.13) 이 밖에도 왕실

10)  『동궐도(東闕圖)』의 동궐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서궐도안(西闕圖案)』의 서궐은 경덕궁(慶

徳宮)을 1760년에 경희궁으로 고친 것으로 궁궐이 있던 방향에 따라 당시에 일컫던 이름이

다. 이 두 궁궐 그림은 1824년에서 1830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추정한다. 

11)  『承政院日記』 肅宗 37年 8月 23日 庚辰 “又以兵曹言啓曰, 今日天明時, 典涓司軍士, 因掃除

糞穢, 失火於藝文館廁間蓋草, 雖卽爲撲滅, 得免延燒之患, 而其不察失火之罪, 極爲可駭。 典

涓軍卒失火者, 令攸司囚禁科罪之意, 敢啓。 傳曰, 知道。”<http://sjw.history.go.kr/ 승정원

일기> 검색일 2013. 4. 10.

12)  『承政院日記』 英祖 15年 10月 28日 辛丑 “又以兵曹言啓曰, 卽接南所衛將牒報, 則所屬尙衣

院廁間一間許頹落云。 令紫門監, 爲先把子圍排, 急速修築, 而金虎門入直砲手十名除出, 限

修築間守直之意, 敢啓。 傳曰, 知道。”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13)  『承政院日記』 英祖 33年 8月 21日 庚辰. “又以兵曹言啓曰, 卽接南所衛將牒報, 則所屬尙衣院

廁間五間許, 年久破傷, 今番霖雨, 擧皆頹落云, 今紫門監, 爲先把子圍排, 急速修改, 而金虎

門入直砲手二十名除出, 限修改間守直之意, 敢啓。 傳曰, 知道。”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기호철·배재훈·신동훈 : 조선후기 한양 도성 내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 원인에 대한  
역사 문헌학적 고찰

제22권 제1호(통권 제43호) 89-132, 2013년 4월 │103

이 사용하는 내측간(内廁間)이 따로 있었다는 기록14)도 있어 앞서 예를 든 궁

궐 그림의 측간과 들어맞는 것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하면 조선시대 임

금이 거처하고 관원이 업무를 보는 궁궐 안에는 대소변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비교적 충실하게 구비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궁궐 밖도 최대 인구 20만이나 되는 한성부 백성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으므

로 민가와 그 밖의 필요한 지역 요소요소에 화장실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나 구한말인 1906년 공중화장실을 서울 각처에 증

설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충분치는 못했더라도 이미 같은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15) 이뿐만 아니라 18세기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로 생

각되는 시설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기록이 문헌에 보인다. 『승정원일기』에 의

하면 한성부 영경문(永景門) 길가 서쪽 낮은 담장 사이에 3칸짜리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너무 불결하여 영경문 주위 도로를 정비할 때 이를 헐어 내자고 

논의하고 있다.16) 이 기사로 미루어 보면 이 화장실은 관리 상태가 그다지 좋

지 않았지만, 사람의 왕래가 잦은 길가 담장 사이에 설치된 일종의 공중화장

실로 보인다. 한성부는 당시 상업 인구가 급증하고 유동 인구가 많았으므로 

14)  『承政院日記』 英祖 18年 6月 10日 丁酉 “又以慶德宮修理所言啓曰, 今六月初四日大臣·備

局堂上引見入侍時, 因左議政宋寅明所啓, 慶德宮修理之役, 今姑停止, 待秋擧行, 何如? 傳曰, 

時御不知何時, 而頹圮處甚多, 或至官員壓死之境, 則其將奈何? 此時此等役, 不可張大, 頹

壓者修之而已, 其外待秋修改, 可也事, 命下矣。 謹當依聖敎擧行。 而今已始役處鷄鳴堂·小

星堂·祥鸞堂·光明殿·內廁間·寶章門內外行閣·隆武堂·南行閣·延明門內外行閣等

處。”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15)  『皇城新聞』 1906년 4월 6일 漢城府告示 “現承內部訓令에 街路役夫와 遠近行客의 遺失放

溺의 便宜을 爲야 自淸潔所로 公衆廁間을 曾設各處인바 人民이 此를 未曉고 人民家

墻과 道路側畔에 放糞溺야 往來耳目이 不但駭然이라 公衆衛生에 寔爲防害이기 玆에 訓

令노니 知悉各署고 揭付坊曲야 各署公廁를 在在指導야 使李來人民으로 無或不

知케라신 等因을 玆以揭告노니 凡惟大小人民은 咸各知悉 後公衆衛生에 一切注意
고 汚穢舊習을 切勿復踏이 爲宜事.” <http:// www.kinds.or.kr/황성신문> 검색일 2013. 

4. 10.

16)  『承政院日記』 英祖 6年 8月 12日 戊申 “金東弼曰, 興明門外靈轝之路, 永慶門撤毁事, 前有下

敎, 而臣等, 更爲奉審, 則雖爲勿毁, 亦有可爲之道矣。 上曰, 予不見此門已久, 依俙不能詳思

矣。 金取魯曰, 興明門路不廣, 其間毁三間屋, 則可作大路矣。 上曰, 三間云者, 何謂耶? 東弼

曰, 永慶門路傍, 有西小墻, 其間有廁間屋三間, 故此甚不潔, 不可置之。 若毁此舍, 而築以新

土, 則似無未安之事矣。”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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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영경문과 같은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니었다. 이 공중화장실은 대중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겠지만 

그런 목적이 전부였을까?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아들로 경상도 상주

에 살던 수암(修巖) 유진(柳袗, 1582~1635)은 『위빈명농기(渭濱明農記)』 라

는 농서를 남겼는데,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측간을 만들 때에는 빈틈없게 하여, 개, 돼지 등 하찮은 것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 또한, 길가 많은 사람이 지나는 곳에 측간

을 만드는데, 칸을 지어 4구획으로 만들어 전후로 방향을 달리한

다. 그리고 대로변 행인이 왔다 갔다 지나는 곳에 측간을 만들어도 

많은 똥을 모을 수 있다.17)

민가에도 규모의 차이가 있을망정 모두 화장실이 설치되었고, 그 가운데 

사대부가는 내외 측간 구분을 엄격히 하였을 정도로 정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은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18) 한성부 내 양반가 집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화장실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촌(泰

村) 고상안(高尙顔, 1553~1623)은 『농가월령(農家月令)』을 남겼는데, 거기에

는 농가 화장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농가에서는 측간을 만드는 것을 제일로 삼는다. 옛날 단성 현감

을 지낸 문(文) 아무개가 합천에 살면서 측간을 몇 자 깊이로 파고

서 큰항아리를 그 가운데 안장하여 대소변을 항아리 안에 싸게 하

고 가득 차면 뒤섞지 않고 조심스레 길어 내어, 재와 섞어서 작물

을 재배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곡물을 축적하여 부자가 되

었다고 한다. 빨래해서 더러워진 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재의 기

17)  柳袗, 『渭濱明農記』 糞田肥地法 “作厠周密, 勿令犬豕出入. 又路邊多人經過之處, 作厠, 作間

作四區, 前後異向. 且於大路邊行人往來經過處, 作厠, 亦可多聚糞矣.” 이는 번역 출간되었

는데, 원문을 다시 분절하고 표점하여 번역하였다. 농촌진흥청, 고농서국역총서7 『農家說, 

渭濱明農記, 農家月令, 農家集成』 (수원: 농촌진흥청, 2004) 번역문 88쪽. 원문 319-20쪽. 

18)  洪仁祐, 『恥齋先生遺稿』 卷1, 故大司憲靜庵先生行狀 “其處閨庭, 內外截然, 故恒居外室, 衣

衾不混於內, 溷廁亦設於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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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먼지와 때가 들어 있으니, 대소변을 모

으는 통에 부어야 옳다. 적이 생각건대, 항아리는 깨질까 염려되니 

말구유 같은 나무통을 측간 구멍 아래를 파서 만들어 대소변을 받

는 것만 못하다.19)

앞에서 예를 든 유진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언급에서처럼 농가 화장실 역

시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분 수집이라는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고상안

이 화장실 짓기에 관해 서술한 것을 알 수 있다. 최덕경(2010: 84)은 똥을 단

순히 처리와 폐기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던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사람

과 동물 똥이 거름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면서 화장실이 농사일을 위한 일종

의 분뇨 저장고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설치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는데, 우리나라도 화장실은 단순한 배변의 장소가 아니라 

거름 생산을 위한 원재료 저장고로써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었다고 하겠다. 

고상안의 『농가월령』에는 화장실 만드는 법을 자세히 기술하였는데, 실제

로 서울 시내를 발굴한 최근 보고를 보면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물들이 발견

된 바 있어 동일한 구조의 화장실이 도성 안에는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2). 다만 발굴자의 당초 고고학적 보고를 보면 이 구조물 대부분을 장

독, 우물, 혹은 저장공 등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더 많은 과학적 

분석과 관련된 사료 조사를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도성 

건물지 발굴에서 확실히 화장실이라고 본 유구가 현재까지 극히 희귀하다는 

사실을 볼 때 이런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19)  高尙顔, 『農家月令』 雜令 “農家, 以修廁爲第一條件. 昔文丹城某, 居陜川, 鑒[鑿]廁下數尺, 以

大甕安其中, 以二便皆注於甕中 滿則以物[勿]攪之汲出 和灰用以種植, 因此居積致富云. 激

汚之水, 亦不可棄. 以其有灰氣, 且有塵垢也, 注於二便桶中可也. 竊料, 甕則恐裂破, 不如鑒

[鑿]成木桶如馬槽操置廁竇下, 以承二便也.” 이는 번역 출간되었는데, 원문을 교감한 이후 

다시 표점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의 ‘鑒’은 ‘鑿’의 잘못이므로 鑒[鑿]으로 교감하였다. 이처

럼 원문에 잘못이 있는 것은 [ ]안에 교감하였다. 이하 따로 밝히지 않는다. 농촌진흥청, 고

농서국역총서7 『農家說, 渭濱明農記, 農家月令, 農家集成』 (수원: 농촌진흥청, 2004) 번역

문 184쪽. 원문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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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시대 한성부 사대문 안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확인되는 화장실 의심 구조물

경복궁

훈국군

영직

소지 

유적20)

국립고궁박물관 위쪽  

지역
경복궁 중건 이전 문화층에서 도기질 대호 8개체분이 일렬로 나란

히 바로 놓인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를 당초 보고에서는 장독으로 

보았지만, 해당 지역은 식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로 화장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복궁 수비를 위해  

배치된 무관 숙식 장소

서울 신

문로

유적2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91-4번지 일대

조선 전기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점 인근에서 모두 16개의 수혈이 

조사되었다. 이 중 방형으로 굴광 한 유구 내 16호 수혈에서 도기

편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 방형 유구에 인접하여 배수 시설로 추정

되는 관이 묻혀 있는 유구가 확인되어 화장실일 가능성이 의심된

다. 같은 유적에서 발견된 단면이 플라스크형인 대형 수혈 역시 분

뇨 처리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17세기 전반까지는  

민가들이 위치했던 곳

서울 중

학동 

유적22)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일원

조사 지역 내 2개 지점에서 조선 전기 건물지의 적심이 발견되었

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기의 수혈이 있다. 9호 수혈의 동편에 지름 

35cm가량의 원형 수혈이 중복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도

기의 저부편이 확인되었다. 완형일 경우 대형 옹일 가능성이 있으

며 화장실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 한성 중등교육

기관인 중부학당이 있던  

지역

서울 낙

원동

유적23)

서울 종로구 낙원동  

142번지일대

건물의 하부 시설인 적심과 구들유구 등이 발견되었으며 직경 

70cm의 수혈이 조사되었다. 내부에서 도기 구연부 조각이 발견되

어, 화장실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나 명확한 용도 추정이 가능할 듯하다.

조선 초기 원각사지  

사역 내로 추정

서울 탑골

공원 원각

사지24)

현 탑골공원 조사 지역 중앙에 설정한 시굴갱에서 대형의 옹이 조사되었다. 이 

옹은 바로 놓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상단부는 없어진 상태였다. 

시굴갱 주변에서는 시대 추정의 단서가 될만한 다른 유구나 유물

이 없어 시대는 미상이지만 화장실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초기 원각사지

서울 군기

시터 유

적25)

현 서울시청사

십여 동의 밀집된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1호 건물지에서 

바로 놓여 매립한 대형 도기 저부편 2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자는 

이 유물이 위치한 장소를 부엌 시설의 일부로 보았지만 넓은 조사 

지역 내에 화장실로 추정되는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

려할 때 화장실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7-1호 건물지에서도 높이 

62cm의 바로 놓여 매립한 도기호가 조사되었다.
조선시대 군기시

20)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훈국군영직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6).

21)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신문로 유적 1』 (서울: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22)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중학동 유적』 (서울: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23)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42번지 호텔신축공사부지내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서울: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2).

2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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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화

예술대학 

신관 신축

부지26)

현 정화예술대학 교내 조선 후기~근현대 건물지 북동쪽의 5호수혈에서 수혈을 파고 모래

로 다짐한 뒤 대형의 도기를 매납한 구조가 확인되었다. 건물지에

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형 도기를 매납한 것으로 

보아 화장실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27)

조선 후기 ~ 근현대 건물

지

서울 송현

동 유적28)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원

조선식산은행 및 미대사관의 관사가 있던 지역으로 근현대 건물

지의 하층에 조선시대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7호 건물지 아래의 

선대 건물지에서 바로 놓인 도기가 발견되었다. 화장실 유구일 가

능성이 있다. 
조선시대 관청 밀집 지역

2) 분뇨처리업자 

화장실에 저장된 인분은 도시의 침수와 같은 이유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

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기적으로 치워야 했을 것이다. 특히 한성부

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적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므로 집 화

장실에 모인 인분을 스스로 거름으로 만들 공간도,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이

다. 그렇다면 모인 인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었을까? 일단 궁궐은 군역으

로 배속된 병사들이 화장실을 청소했다는 기록이 있다.29) 그렇다면 이런 병사

들이 배속되지 않는 민가는 어떤 방식으로 화장실 인분이 처리되었을까? 중

25)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군기시터 유적』 (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같은 유적의 근

대 문화층에서 수혈 내에 바로 놓여 매립한 대옹 2점이 조사되었다. 보고자는 이를 우물로 

보았다. 그러나 주변에 다른 시설이 없으며, 굴광한 수혈의 깊이도 최대 85cm 정도에 불과

하여 이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듯하다.

26)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정화예술대학 신관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

식보고서』 (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27)  이 유적의 근현대 문화층에 속하는 건물지에서 주건물지에 부속하는 각 변 2.5m 내외의 소

형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그 안에는 수혈을 파고 대형 도기 2기를 나란히 매립한 형태의 화

장실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조사자는 이를 화장실 유구로 추정하였다. 이는 문헌

상의 기록에 나오는 대형의 도기를 매납한 구조의 화장실이 근현대 시점까지 도성 내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2기를 나란히 매립한 것으로 보아 거주자의 숫자나 이용자의 

다소에 따라 매납하는 도기의 숫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8)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 송현동 49-1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서울: 한

강문화재연구원, 2010).

29)  『承政院日記』 肅宗 37年 8月 23日 “又以兵曹言啓曰, 今日天明時, 典涓司軍士, 因掃除糞穢, 

失火於藝文館廁間蓋草, 雖卽爲撲滅, 得免延燒之患, 而其不察失火之罪, 極爲可駭。 典涓軍

卒失火者, 令攸司囚禁科罪之意, 敢啓。 傳曰, 知道。”<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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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북학의」에는 인분이 거름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어 보이는 대로 이

를 수습하므로 거리에 똥이 굴러다닐 틈이 없을 지경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

렇다면 우리나라 도성 거리에는 제대로 치우지 못한 똥이 많이 보인다는 같

은 「북학의」 기술은 똥을 중국만큼 적극 거름으로 쓰지 못한 조선의 상황에서 

직업적 분뇨처리업자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성 거리에 흩어져 있는 인분이 치워지지 못한 원인을 무엇보다 사회경제

적 이유로 파악하고자 한 박제가의 시각은 일견 흥미롭다 하겠다. 하지만 실

제로 당시 우리나라 농업이 인분을 거름으로 충분히 이용 못 하는 등 집약농

경의 측면에서 중국보다 후진적인 상황이어서 똥을 적극적으로 수거하지 않

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박제가와 같은 

북학파에 속하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예덕선생전(穢徳先生傳)」을 

보면 조선후기 도성에 전문적인 인분처리업자가 이미 있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선귤자(蟬橘子 박지원)에게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벗이 한 사람 

있다. 그는 종본탑(宗本塔 탑골공원 원각사지석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의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

람들은 모두 그를 엄 행수(嚴行首)라 불렀다. ‘행수’란 막일꾼 가운

데 어른에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저 엄 행수란 사

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못 견뎌 했지.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레 걷고, 졸음이 오면 쿨쿨 자

고, 웃을 때는 껄껄 웃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

인다네.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움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들

어갈 때는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

어와 뒷간을 청소하지. 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이 

얼 때쯤이면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똥, 마구간의 말똥, 외양간의 소

똥, 홰 위의 닭똥, 개똥, 거위똥,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을 주옥인 양 긁어 가도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독차

지하여도 의로움에는 해가 되지 않으며,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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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려고 해도 남들이 양보심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네. 그는 손

바닥에 침을 발라 삽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꾸부정히 허

리를 구부려 일에만 열중할 뿐,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관심을 두는 법이 없지. 부귀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따라서 그에 대해 예찬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울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 해서 욕될 것도 없

다네. 왕십리(枉十里)의 무와 살곶이 〔箭串〕 의 순무, 석교(石郊)

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이며 연희궁(延禧宮)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며 청파(青坡)의 미나리와 이태인(利泰仁)의 토란들은 상

상전(上上田)에 심는데, 모두 엄씨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비옥

해지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수입이 1년에 6000전(錢 

600냥)이나 된다네.30)

「예덕선생전」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당시 도성 내 상황을 명백히 반

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의하면 엄 행수는 마을 뒷간의 똥을 치는 일

을 업으로 삼았으며 수거한 인분 및 각종 똥을 한성부 주변의 밭에 팔아 해마

다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이 기록이 당시 도성 내 인분 수거와 재활용에 관

련하여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 우선 북학파가 자주 모임을 가진 탑골공원 

종본탑 인근에 사는 엄씨 성의 인분처리업자는 글쓴이인 연암 박지원의 벗으

로, 박지원은 그를 비록 분뇨를 처리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바른 사

람이라며 찬양하였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는 단순한 인분처리업자가 아니

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사이의 행수로 인분 수거와 판매를 하는 많은 조직원

30)  朴趾源, 『燕巖集』 卷8, 別集 放璚閣外傳 穢德先生傳 “蟬橘子有友曰穢德先生。 在宗本塔東。 

日負里中糞。 以爲業。 里中皆稱嚴行首。 行首者。 役夫老者之稱也。 嚴其姓也。 …… 彼嚴行首

者。 未甞求知於吾。 吾常欲譽之而不厭也。 其飯也頓頓。 其行也伈伈。 其睡也昏昏。 其笑也訶

訶。 其居也若愚。 築土覆藁而圭其竇。 入則蝦脊。 眠則狗喙。 朝日煕煕然起。 荷畚入里中除溷。 

歲九月天雨霜。 十月薄氷。 圊人餘乾。 皁馬通。 閑牛下。 塒落鷄。 狗鵝矢。 笠豨苓。 左盤龍。 翫

月砂。 白丁香。 取之如珠玉。 不傷於廉。 獨專其利。 而不害於義。 貪多而務得。 人不謂其不讓。 

唾掌揮鍬。 磬腰傴傴。 若禽鳥之啄也。 雖文章之觀。 非其志也。 雖鍾皷之樂。 不顧也。 夫富貴

者。 人之所同願也。 非慕而可得。 故不羡也。 譽之而不加榮。 毁之而不加辱。 枉十里蘿蔔。 箭串

菁。 石郊茄蓏水瓠胡瓠。 延禧宮苦椒蒜韭葱薤。 靑坡水芹。 利泰仁土卵。 田用上上。 皆取嚴氏

糞。 膏沃衍饒。 歲致錢六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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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였던 것이다. 박지원의 벗이었으므로 북학파 동지인 박

제가와도 교유하였을 것임은 틀림이 없으며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엄 행수도 북학파 일원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조선후

기에 이러한 전문적 인분처리업자가 존재했다는 것은 도성 주변에 인분을 사

들여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해야 하므로 이 

시기에 이르면 인분을 거두어 비료로 공급하는 업자와 도성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 상업적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겠다.31) 

이 외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인분 외에도 도성 길거리의 개똥32)과 말똥33)까

지도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거래되었던 흔적도 있어34) 중국 거리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우리나라 도성 내에서도 사람 똥, 동물 똥을 적극 거둬들여 이를 거

름의 재료로 농지에 공급하는 물류의 흐름이 활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  『英祖實錄』 卷25, 6年(1730) 3月 12日 “왕십리의 똥수레를 끄는 자가 인골 2개를 가지고 왔

다. 〔汪十里輦糞者 持人骨二箇而來〕 ”라는 기사를 보면, 이미 이전에도 무밭이 많던 왕십리

에 똥수레를 끌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예덕선생전」의 엄 행수와 같은 인분

처리업자가 거느린 인분을 농지로 운반하던 사람과 처지가 같았을 것이다. 

32)  『推鞫日記』 v5, 甲寅 1月 7日 午時 “罪人武弼所告內, 矣身居[在]南山村, 隨行於營軍官, 間或

立番, 而本是常漢是白乎旀, 掛凶書之日, 矣身則爲拾狗糞, 適往營門近處, 則有掛書是如之傳

說矣.” 한국학중앙연구원(청구기호 K2-3455)에 소장된 이 자료는 1674년(현종15)의 것인

데, 1914년의 것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

33)  山陵都監 『捧下會計』v3, 庚子年(1900) 閏8月 18日의 기사를 예로 들면 “6냥 4전은 말똥값[

陸兩肆戔 馬糞價]”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회계안에는 말똥값을 지출한 내용

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청구기호 : K2-3179. 

34)  개똥은 한약재로 쓰이기도 했기에 도성의 민가나 거리에서 개똥을 수거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承政院日記』 英祖 24年 11月 11日 辛酉 “文秀曰, 內局之有白狗, 蓋以

用白狗糞, 而內局捧白狗之際, 不無貢人之弊。 且以四糞散, 亦養黑狗, 則用糞之際, 非但黑白

之混雜, 糞之精麤, 亦豈有內外之別耶? 上曰, 四糞散, 先朝以拘忌, 改名萬金散。 予於痘時昏

涔中, 聞柳瑺之言, 當用萬金散云而不用矣。 其後萬金散材料, 問於柳瑺, 則對以白朮等藥, 予

笑謂曰木亦放糞乎? 其時已知內局之待令四糞散矣。 周鎭曰, 白狗, 勿論四時, 連置院中, 黑狗, 

以四糞散所入, 自九月待令, 過臘後還爲出送矣。 上曰, 前見白狗出入於殿庭, 問之則內局待令

之狗云矣。 此與四糞散之狗有異, 去之, 可也。 周鎭曰, 四糞散材料, 待令之黑狗, 臘節過後, 當

出送矣。 上曰, 唯。 仍敎曰, 此外或有禁中畜狗之事, 一倂禁之。” <http://sjw.history.go.kr/ 승

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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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름주기

1) 도성 내외의 농경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성 내 인분이 전문처리업자에 의해 근처의 농경지

로 운반되어 거름으로 사용되는 경우 도성 인근의 농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던가를 살펴보자.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성부의 나무가 많이 자라

고 있는 곳은 금표(禁標)로 정하여 채벌을 금지하였고, 사대문 안에서는 농사

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성 안에서 농사짓는 

논밭이 없어야 한다.35)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제상의 원칙일 뿐으로 실제

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져 밭뿐 아니라 논, 미나리꽝, 목화밭까지 사

대문 안에 있는 형편이었다. 심지어는 지엄한 공궐(空闕)과 궁궐 근처까지도 

빈 땅에는 작물이 재배되었다.36) 당시 기록을 보면 임란 이후 폐허가 된 광화

문 안 경복궁 부지에 농사를 짓는 바람에 임금이 다니는 길을 침범하고 궁궐 

섬돌까지 더럽히는 지경이었다고 하며, 경복궁 남동쪽은 밭두둑이 끝없이 이

어져 봄가을로 사람들이 밭 갈고 김을 매며 농사로 생계를 꾸리는 장소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37) 심지어 경희궁은 폐허가 된 경복궁과는 달리 왕궁의 기능

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소속 관서의 뜰에 개간한 밭이 많이 확인되

는 상황이었다고 한다.38) 

35)  『承政院日記』 肅宗 35年 5月 5日 乙亥 “從前養松處, 近因蟲食濯濯之地, 耕種禾穀者, 則亦當

禁止。”와 “城內外曾前有松處及宜於長養松木處, 今當明定界限, 嚴禁耕種, 犯禁者治罪。” 및 『

承政院日記』 英祖 22年 11月 26日 丁巳 “儼曰, 都城十里禁標之內, 雖平地起墾, 種穀亦有禁令, 

況禁標內諸山, 俱是養松之地。”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36)  『承政院日記』 肅宗 35年 5月 5日 乙亥 “昨年秋, 憲臣論啓, 都城內外開墾土地, 播種禾穀, 明

有禁令, 而近來國綱漸弛, 人不畏法, 上田下畓, 處處冒耕, 至於宮城咫尺之地, 賢關密邇之處, 

亦多起墾, 便有田野氣象, 令該府一一摘奸, 從重科罪 自今以後, 嚴立科條, 一切禁斷事, 允下

矣。” “近來國綱漸弛, 人不畏法, 上田下畓, 處處冒耕, 至於宮城咫尺之地, 賢關密邇之處, 亦多

起墾。”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37)  『日省錄』 正祖 10年 1月 22日 丁卯 “伏聞景福宮光化門內基址, 便作菑會[畬]之場, 耕犁之所, 

及或犯於蹕路, 穢壤之所, 被至污於文陛。 南東其畝, 一望無際, 春秋耕耘, 狼藉販鬻, 歲以爲

常, 已成農圃生涯之所, 其在事體, 誠極駭然。” <http://e-kyujanggak.snu.ac.kr/ 일성록> 검

색일 2013. 4. 10.

38)  『日省錄』 正祖 10年 1月 22日 丁卯 “臣又於年前, 伏覩慶熙宮內各廨庭際, 亦多有起墾之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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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엄한 궁궐이 이런 판국이었으므로 한성부 사대문 안 곳곳에 농사를 지었

던 기록도 많이 보인다. 먼저 사대문 안에서도 도성 동북 지역에는 특히 논밭

이 많았는데,39) 현재의 명륜동 1가에 해당하는 흥덕동(興徳洞) 지역에는 논

이 있었으며40) 동대문 안쪽에는 왕실에 채소를 진상하는 관청인 내농포(内農

圃)가 관리하는 미나리꽝이 있었다고 한다.41) 성 내외의 산은 산꼭대기까지 

개간이 이루어져 만리현(萬里峴), 약점현(藥店峴), 무현(武峴), 와서현(瓦署

峴), 서빙고(西氷庫) 등의 산에는 모두 개간된 농지가 있었다고 한다.42) 박지

원의 「예덕선생전」에 의하면 왕십리의 무와 살곶이의 순무, 석교의 가지, 오

이, 수박, 호박이며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며 청파의 미나리와 

이태인의 토란 등에 대한 언급이 있어 성 밖에 해당하는 이들 지역에도 광범

하게 밭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43)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연서

역(延曙驛)과 왕십리, 청파에는 분전(糞田)이 있어 양질의 전답이 존재했다

고 하며44) 심지어 문묘(文廟)에서 이화정(梨花亭)에 이르는 길, 지금의 효제

동에 해당하는 어의동(於義洞)에 이르는 길에도 밭이 즐비하게 이어져 있었

請竝分付該部官及衛將, 自今年痛加嚴禁, 俾際如前之弊。” <http://e-kyujanggak.snu.ac.kr/ 

일성록> 검색일 2013. 4. 10.

39)  『承政院日記』 肅宗 35年 5月 5日 乙亥 “左議政徐宗泰曰, 見京城東北隅深僻處, 耕墾頗多矣。 

王城之內, 有壟畝之色, 誠可駭然。”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40)  『承政院日記』 肅宗 35年 5月 5日 乙亥 “興德洞作畓處, 殆至五六石落只種之多云, 當爲禁

耕。”<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41)  『承政院日記』 肅宗 35年 5月 5日 乙亥 “東門內, 有內農圃芹畓, 此係御供所需, 且是自古所在

之畓, 則似不當禁斷矣。”<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42)  『承政院日記』 英祖 22年 11月 26日 丁巳 “近年以來, 不獨山腰以上, 山腦山脊, 竝皆起耕, 至

於萬里峴·藥店峴·武峴·瓦署峴·西氷庫諸山而極矣。” <http://sjw.history.go.kr/ 승정

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43)  朴趾源, 『燕巖集』 卷8, 別集 放璚閣外傳 穢德先生傳 “枉十里蘿蔔。 箭串菁。 石郊茄蓏·水

瓠·胡瓠。 延禧宮苦椒·蒜·韭·葱·薤。 靑坡水芹。 利泰仁土卵。 田用上上。 皆取嚴氏糞。 

膏沃衍饒。 歲致錢六千。”

44)  『承政院日記』 英祖 29年 6月 11日 乙未 “李之億曰, 延曙近處有水根, 且糞田故, 雖旱, 未嘗

不茂。 趙明鼎曰, 王十里·靑坡皆糞田, 眞所謂負郭田。 上曰, 不加糞則不能爲之, 而卽今亦

載糞耶? 桃渚洞兩班, 亦皆作農耶? 上又曰, 頃日北郊親禱時, 三處移秧水田如掌, 此可幾升

落處。 趙明鼎曰, 一升落, 如三席長廣耳。”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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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45)(그림 2).

이들 농지의 상당수가 공전(公田)으로 국가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사대문 안에는 관에 의해 잘 파악되지 않는 

사전(私田)인 채소밭이 상당히 있었으며 이 중에는 성안에 거주하는 양반이 

실 주인인 것도 상당히 있었다.46) 이들 양반은 성 내외에 채소밭을 가지고 있

었는데 관에서 이를 단속하려 할 때는 일반 백성을 실소유주인 양 내세워 생

계 수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47) 도성 밖 왕십리에

는 채소밭을 일구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거의 

도성 내 양반들의 앙역노비(仰役奴婢) 등 연명에 급급한 일반 백성이었다고 

한다.48) 아마도 그들은 양반 소유의 채소밭에서 농사를 지어 연명하였던 것

45)  『承政院日記』 英祖 41年 3月 27日 壬寅 “上曰, 試所之設於梨花亭與訓鍊院, 與此相距, 孰爲

遠近? 沈鏽曰, 訓鍊院稍遠矣。 上曰, 此去梨花亭, 其路, 何如? 李廷壽曰, 民家櫛比, 菜田相接, 

籬圃之間, 僅容一人往來耳。”와 『承政院日記』 英祖 36年 4月 1日 乙亥 “鳳漢曰, 臣有區區所

懷敢奏矣。 於矣洞本宮南墻外, 全爲菜田, 此可寒心, 城中片土, 似不得起耕, 然後, 當有益於

水道, 而且以事體言之, 城裏起田, 事甚如何? 臣意則東村菜田, 若給價本, 全屬於濬川所, 其

他起耕處, 一竝嚴禁, 似好矣。 上曰, 龍興舊宮近處, 皆爲士夫家菜田, 寒心矣, 戶判所奏, 是

矣。”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46)  『承政院日記』 英祖 36年 4月 1日 乙亥 “上曰, 龍興舊宮近處, 皆爲士夫家菜田, 寒心矣, 戶判

所奏, 是矣。” “噫, 本宮南墻, 古則人家稠密, 今則便成菜田, 龍興舊宮, 若在野村, 尋常寒心, 

大抵東村士夫, 嫌其隱僻, 更得要處於其地, 菜田爲業, 此莫重都城之地, 爲士夫者, 一擧兩得

也。” 및 『承政院日記』 正祖 6年 2月 3日 庚午 “徐有大以訓鍊都監言啓曰, 出身洪重仁還家後

査實草記事, 親承下敎矣。 洪重仁方自謫所上來, 故招來査問, 則所供內, 矣身館洞基址, 自戶

曹代土許給, 故菜蔬供上, 至今擧行, 別無可達, 而昨冬上言事, 則矣身五代祖唜龍, 以蘆原驛

吏, 當丙子胡亂, 扈從瀋陽, 水茄子·菱菠·蒿芥菜三蔬, 殫誠求得於彼地, 逐日供上矣。 還朝

之日, 三菜種子, 密得藏來, 播種往十里, 宗廟擧動時, 始自此日, 三種新菜進上, 則薦于宗廟, 

嘉其至誠。 矣身五代祖父唜龍, 特授加資, 五代祖母永春, 賜名洪德, 自於義宮朔給料布, 往十

里鵲山, 亦爲賜給, 以爲世代種菜進上之資, 而其後又賜於義宮北墻外基址, 三菜移種此地, 一

以爲進上之地, 一以爲逐日問安事, 特承下敎, 移接館洞, 故往十里鵲山田畓, 則朴哥爲姓人

處, 姑爲付托藍染進上, 使之擧行矣。 矣身五代祖父母身死之後, 曾祖與祖父, 繼以早死, 歲

月旣久, 未及還推, 今則矣身旣知世傳賜給之地, 見失他人, 實爲冤抑, 昨年冬果爲上言云矣。 

爲先捧供以入, 而事係訟理, 臣營不敢擅便, 明査處決之意, 分付該曹, 何如? ” <http://sjw.

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47)  『承政院日記』 英祖 36年 7月 19日 辛酉 “命書傳敎曰, 噫, 夙宵雖爲民, 其可規正者, 亦不可

忽, 昨日着蓑笠之民, 十百爲群, 以菜田之弊呼訴, 頃者城內禁耕, 欲守舊法。 噫, 城中菜田, 

皆是士夫之物, 此民非作者, 則必是受囑而來, 十百民人之皆着蓑笠, 其亦恐動之意, 尤涉殊

常, 故其令明與父老待令矣。”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48)  『承政院日記』 肅宗 22年 2月 14日 庚子 “朴泰尙曰, 東賑所, 小臣, 三次往見之矣。 初往看其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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址, 再往看之, 則飢民纔滿百矣, 三往看之, 則飢民已至五六千矣。 看其所聚者, 率皆京城士夫

家仰役奴婢, 常時主戶, 不能善饋, 及聞設粥, 爭來受食, 且往十里人民, 常以賣菜資生, 東郊

人民, 常以販柴爲業, 而前歲飢饉兼酷, 蔬菜專無所收, 近緣枯松發賣, 柴價甚賤, 此輩生業俱

絶, 無以聊生, 故咸聚竝集於粥所, 以致猝多紛沓之患, 試於饋粥時, 切紙爲旗, 分授飢民, 考

其持旗者而授之, 欲禁其亂雜之弊, 而爭奪紛亂, 無以識別, 釜鼎亦水部重鼎, 一日四五番炊

熟, 易至破缺, 難於繼供, 且仰哺飢民, 一盆之粥, 等待半日, 爭奪之際, 弱者或不能得食, 大凡

食粥之類, 健者必病, 病者必死, 終亦必死之道, 萬無全活之理, 雖或見欺於飢民, 若如分給乾

糧而送之, 臣於明日出去時, 招諭飢民輩, 試爲分給若干糧資, 使之各歸其家, 何如? ” <http://

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회색음영부분이 사대문 안에 해당한다. 빨간색 원 부분은 현재까지 고기생충학적 연구가 진행된 장소이다. 

노란색과 녹색 원은 밭이 존재한다고 문헌에서 확인되는 도성 내 및 도성 외 지역을 각각 표시한다. 검은색 

원은 고고학적 발굴 조사로 화장실과 유사한 분뇨 처리 시설이 발견된 곳이다. 이 시설이 정말 화장실이었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2. 19세기 중반 서울지도 (수선전도, 김정호 추정)에 표시 한 고기생충학 관련 역사

학 및 고고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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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도성 내 경작은 물론 당시 규정상 모두 엄금되어야 했던 것이고 때

때로 하천 주변의 불법 경작 때문에 도성 내 개천의 정상적 흐름을 막는 등 공

공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49) 조정에서는 자주 불법 경작을 

금지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도성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들의 

생업에 관여되므로 놔두라는 관대한 처분이 조정에서 있었던 데다50) 관공서

에 신선한 식료를 납품하기 위한 공전조차 사대문 안에 존재했던 형국이어서 

모두 일괄하여 금지하기는 어려운 판국이었다.51) 결국 조선시대 도성 내에서 

농사짓는 것을 금하는 규칙은 국법보다는 훨씬 느슨하게 적용하여 도성에서 

전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광범한 영역에 걸친 도성 내외 밭 가운데 상당수가 지력을 높이는 데 필

요한 인분 거름을 공급받고 있었다. 실제로 영조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 근교

에 있는 작물이 잘 자라는 좋은 전답치고 똥거름을 쓰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

다고 하며52)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에도 엄 행수의 똥을 공급받는 지역의 밭

이 가장 토질이 좋은 상상전(上上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인분 거름을 사용

한 밭의 평판이 매우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도성 내에 있던 적전(耤

田)에도 퇴비를 사서 넣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 과정에서 도감(都監)의 하리 

(下吏)가 관에 오이밭의 거름 값을 과다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던 것

49)  『承政院日記』 肅宗 5年 3月 16日 辛亥 “先令漢城府, 摘奸水道作田處, 禁耕矣, 馬前橋近處內

農圃, 以爲泥生之處, 仍爲作田事, 手本云。 更令漢城府摘奸, 則馬前橋上作田二處, 橋下作田

六處, 而乃是水道直流之處云。 水道直流之處, 不可稱以泥生而作田, 分付內農圃, 勿更作田, 

何如? 上曰, 自內農圃, 有供上之事, 故使之手本矣, 今後水道直流處, 則禁斷, 可也。” <http://

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50)  『日省錄』 正祖10年, 1786年 1月22日 丁卯 “舊闕治圃禁斷事, 爾言誠有意見, 而旣係民人生

理, 則不必曠作閑田矣。” <http://e-kyujanggak.snu.ac.kr/ 일성록> 검색일 2013. 4. 10.

51)  『承政院日記』 英祖 22年 11月 26日 丁巳 “況禁標內諸山, 俱是養松之地。 而山腰以下, 則或

有各司位田, 閭閻家垈田矣。”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52)  『承政院日記』 英祖 29年 6月 11日 乙未 “李之億曰, 延曙近處有水根, 且糞田故, 雖旱, 未嘗

不茂。 趙明鼎曰, 王十里·靑坡皆糞田, 眞所謂負郭田。 上曰, 不加糞則不能爲之, 而卽今亦

載糞耶? 桃渚洞兩班, 亦皆作農耶? 上又曰, 頃日北郊親禱時, 三處移秧水田如掌, 此可幾升

落處。 趙明鼎曰, 一升落, 如三席長廣耳。”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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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똥을 퇴비로 만들어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 도성 주위에 매우 보편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3) 한양성 내에서 수거한 인분은 예

덕 선생과 같은 인분처리업자에 의해 일정 장소로 운반된 후 풀과 섞어 퇴비

로 만들어 한양성 내외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밭으로 운반되어 상품

으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기생충학적 연구에서 본다면 사대문 안에 밭이 많이 있었고 이 밭에 인분 

거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기생충란이 발견되

었을 때 결과의 해석이 어렵던 몇몇 조선시대 시료는 사료 연구를 통해 재해

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고기생충학 검사 결과 경복궁 궁장(宮

牆) 아래에서 확인되었던 기생충란의 경우 경복궁이 중건되기 이전에 이곳에

서 밭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역사 기록으로 볼 때 이곳에 인분 시비를 한 결과

일 가능성이 크다. 육조거리 등에 보이던 기생충란은 조선시대 도성 내에 빈

발했던 홍수에 의한 범람으로 주변 화장실의 분뇨가 휩쓸려 이곳에 흘러 들어

온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변 인접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보

이는 밭에 시비된 인분으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홍수 때 청계천의 물이 오간수문으로 역류하여 경복궁을 거쳐 남쪽으로 물이 

넘치는 상황이라면 경복궁 부지에 경영되던 밭에 뿌려진 인분 거름이 육조거

리로 흘러넘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인분 시비의 과정

조선시대에는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깊게 땅을 가는 

53)  『承政院日記』 肅宗 44年 5月 13日 辛酉 “諸司胥吏之徒, 憑公受賂, 爲近來痼弊, 至于今番三

都監事而極矣。 當初雜物之分定各官, 其數過濫, 各官受納雜物之際, 都監下吏, 一倂退斥, 其

本色, 皆以錢貸收捧。 以其中最甚者言之, 鵝翎數片之價, 至徵十餘兩錢, 生梨一介之價, 或捧

二三兩錢, 如蔈古, 榛子, 海衣之屬, 一邑所納, 其數無多, 而勒徵百餘兩錢, 其他物種之輸納

者, 勒徵十倍之價, 至有一白纛入千餘兩之說, 石炭·莎草, 亦有收捧還賣之擧, 瓜田漑糞, 至

索一馱兩半之賂, 各官不能自備其錢, 遍收民結。 當此荒札孔棘之日, 刮盡[盡刮]殘氓之膏血, 

輸入此徒之囊槖, 事之痛駭, 莫此爲甚。 請三都監當該郞廳, 摘發罷職, 下吏等, 令攸司囚禁嚴

覈, 依法處斷。”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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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深耕], 잡초를 제거하는 일[除草], 그리고 거름을 주는 일[施肥]을 들었다.54) 

동아시아 사회에서 집약농경이 발전하면서 연작으로 소모된 지력을 보충하

기 위해 발전한 것이 시비법인데 이는 휴경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성을 비약

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인분을 이용하는 농법의 

발전 과정을 보면 동아시아 사회에서 집약적 농경 발전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유행하게 된 것이다. 이 농법을 채택할 때 인분이 거름으로 밭에 뿌려지므로 

위생상 좋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 농법이 불러온 농업 생

산성의 증가는 무시할 수 없다. 

시비법에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거름 재료 중 특히 농민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사람과 가축의 분뇨였다. 중국 송나라 이후 기록에 의하면 서로 다른 분

뇨는 발열의 정도 및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 토지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양

한 방법으로 배합하여 거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해가 있었다.55) 지금까지

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송나라 때에 인분 거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여 각 농

가에 이를 모아 두는 시설을 짓고 재와 낙엽 등을 섞어 오랫동안 숙성시켜 비

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에 거름 재료로서 인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

국 강남의 인구 밀집 지역에는 이를 보는 즉시 경쟁적으로 수거하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남겨 둔 똥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은 앞서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언

급한 청나라의 상황과 같고, 심지어는 남이 저장해 놓은 인분을 몰래 훔쳐 가

는 사례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최덕경, 2010: 84). 

54)  『承政院日記』 英祖 24年 4月 30日 癸未 “學諭全義采疏曰,.....二曰, 勸農。 臣生長村巷, 粗知

農事。 深耕易耨, 多播灰糞, 則二三石穀所出之地, 十餘石出之。 不然則十餘石穀所出之地, 二

三石出之。 而且人力勝之, 則凶年不爲減, 水旱不爲災, 勤力之效, 萬事皆然, 而農者尤速也。”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55)  중국 명말청초에 각 분뇨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구체화되

었다. 『沈氏農書』 運田地法 “種田地肥壅最緊，人糞力旺，牛糞力長，不可偏廢。” (『沈氏農

書』 運田地法 11쪽, 『叢書集成初編 卷1468, 民國 25年, 商務印書館) 우리의 경우도 송나라

의 糞種을 우리의 糞田法과 흡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23年 2月 

2日 壬戌 “明履又陳文義曰, 糞種云者, 註謂煮取汁, 似是隨其土之色品燥濕, 而用其所宜之

骨汁也。 上曰, 糞種, 如我國糞田之法矣。”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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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약간 늦었어도 조선후기에 이르면 인분뇨를 비료로 

적극 이용하게 되어 매우 발달한 단계의 집약농경이 확립되는 바탕을 이루었

다(최덕경, 2010: 84). 조선시대에는 사람과 동물 똥을 농지에 그대로 시비하

지는 않았는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다. 1619년에 작성된 『농가

월령』에 의하면 대소변이 측간에 가득 차면 뒤섞지 않고 조심스레 길어 내어 

재와 섞어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였고, 17세기 유진이 저술한 『위빈명농기』에

도 측간에 설치한 커다란 옹기에 분뇨가 가득 차면 이를 퍼내어 풀과 섞여 말

려 임시로 지은 집에 보관하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최

덕경, 2010: 84).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기 전 이를 풀과 섞어 충분히 숙성시

켜 사용한다는 기록은 이 외에도 많이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농민들은 대개 

추수가 끝난 다음 풀을 베어다 분뇨에 섞어 두었다가 이를 이듬해 봄에 밭에 

뿌려 퇴비로 썼다고 하며56) 이는 「예덕선생전」에 엄 행수가 똥을 모으기 시작

한다고 기록된 시기와 대개 일치한다.57) 즉 조선시대 도성의 인분을 처리하던 

업자들은 인분 거름이 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를 즈음하여 똥을 농민

에게 상품으로 공급하였고, 농민들은 이에 풀을 섞어 겨울 동안 숙성시켜 밭

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56)  조선후기 농서에 보이는 기록보다 좀 더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승정원일기』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承政院日記』 仁祖 15年 10月 9日 癸卯 “伯曾曰, 無牛之後, 始覺牛之有功多矣。 不特耕田, 秋

收之後, 輸入無計, 故秋收甚晩, 亦不得糞田, 農民更無可望之勢矣。” 

       『承政院日記』 顯宗 14年 2月 5日 乙巳 “今也耕種旣不及時, 耘耔又不用力, 陂堤灌漑之利, 間

或廢而不修, 糞土芟草之功, 亦多忽而不務, 不求於人事之當盡, 而徒諉於年運之不幸, 不幾

乎不稼而求獲者乎?”

       『承政院日記』 肅宗 34年 7月 8日 “曩日樹木成林之處, 今爲赭山, 水源枯渴, 防洑引水, 末由如

意, 而開墾亦久, 折草糞田, 俱未盡力, 當農數字缺而土薄, 不專蒙利, 此爲農政之害。” 

       『承政院日記』 英祖 9年 5月 29日 己酉 “明謙曰, 利以殺草, 如以熱湯, 可以糞田疇, 可以美

土彊者, 使民盡力於糞田生穀之道, 以爲制産足財之本矣。 穀實鮮落者, 謂其不成實而落也。”

       『承政院日記』 英祖 10年 1月 13日 庚寅 “且夫樵童牧豎之放火於山林者, 及山下居民之不

卽滅火者, 一倂重治, 以杜後弊, 則山不童·澤不枯, 而折草糞田, 與水田蒙利, 俱極便宜矣。”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57)  朴趾源, 『燕巖集』 卷8 別集 放璚閣外傳 穢德先生傳 “歲九月天雨霜。 十月薄氷。 圊人餘乾。 皁
馬通。 閑牛下。 塒落鷄。 狗鵝矢。 笠豨苓。 左盤龍。 翫月砂。 白丁香。 取之如珠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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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중추원에서 조사한 조선의 농사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시비법이 자세하다. 비료는 전해 겨울부터 똥과 짚 등을 혼합하여 두엄 구덩

이에 저장했다가 이듬해 봄 농경지에 뿌리기도 했고, 변소 안에 재를 넣어 사

람 똥과 혼합되게 하였다가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퇴비를 조

선의 농민들은 격년으로 한 걸음 반에 50관씩 뿌렸다는 것이다.58) 고기생충

학적 결과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기생충란에 오염된 인분은 전문처

리업자에 의해 거름을 만드는 9-10월경 밭으로 옮겨 상품으로 판매되고 농민

들이 이를 거름으로 숙성시켜 봄에 농지에 공급하므로 이 밭에서 나온 산물

을 익히지 않고 섭취하게 되면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

다. 조선시대에 인분 거름을 쓰게 되면 토지를 새로 구입하여 경작면적을 늘

릴 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농업 생산이 증가하였다고 하

므로 인분을 이용한 경작으로 우리나라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진 

이면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 불가결한 한국 전통 사회의 사정이 

있었던 셈이다. 

6. 채소의 공급, 구매 및 소비

1) 채소의 판매

상업 작물로서의 상추 등 채소의 특징은 원거리 수송이 매우 어려우며 보

58)  今村鞆, 『朝鮮風俗集』 普通農業(3) 肥料堆肥 1914 “원료가 되는 것은 외양간에서 얻은 것, 

쓰레기, 잡초 등으로 이들을 흙에 섞은 뒤 쌓아놓고 부패시킨다. 한 번 정도만 뒤집는다. 또 

외양간에 풀을 깔아 놓고 소가 밟게 하여, 비료로 쓴다. 퇴비는 따로 작은 창고에 만들어 두

지 않고, 야외에 내놓기 때문에 공기가 유통되고, 광선이 투사되며 비에 씻겨 내려가는 탓에 

질소의 양이 줄어들어 비경제적이다. 糞灰, 溫突灰, 人尿, 牛尿 등의 家畜尿를 집 밖에 쌓아 

두었다가 틈날 때마다 뒤집어서 사용한다. 또한, 마르지 않은 지푸라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도 있다. 人尿를 항아리에 담아서 논과 들에 짊어지고 가 바가지로 푸는 곳도 비일비재하

다.” 今村鞆, 『朝鮮風俗集』 普通農業(2) 農作方法 1914 "보리를 경작하려면 많은 거름을 주

어야 한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堆肥, 糞灰, 人尿이다. 모종 전후에 밑거름으로 糞灰나 堆

肥를 1反步당 25지게(300貫)를 준다. 발아한 후부터 다음 해 봄까지는 덧거름으로 人尿를 

몇 차례 준다." <http://db.history.go.kr에서 재인용> 검색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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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어려워 다른 작물에 비해 빨리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산

군 때에는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순나물, 파, 마늘, 상추를 바치게 하되 모든 

채소는 뿌리째로 흙을 얹어서 마르지 않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서울

에 도착하였을 때 다 말라 바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채소를 저자에서 

구입해서 바쳤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것이다.59)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채소류는 도성 내외에서 재배하여 빨리 소비될 수 있도록 유

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하겠다. 

조선시대 도성 사람들이 채소류를 소비하는 방식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왕실과 관공서에서 필요한 채소를 공전(公田)에서 생산해 직접 

공급받는 것이다. 공전은 도성 내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했고 정부에서도 공

전만큼은 도성에 있어도 굳이 없애려 하지 않았다. 공전은 위탁 경작을 함에

도 불구하고 관에서 퇴비를 사서 시비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

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왕실과 관청이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기 위

해서는 꼭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왕실과 관리들은 필요한 채소를 공

전에서 위탁 경작하여 공급받고 있었다. 양반과 평민층 등 도성 안팎 사람들

도 자신의 텃밭에 채소를 길러 스스로 소비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

제로 모두가 도성 내에서 필요한 채소류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

다. 이 때문에 도성 내외 곳곳에 많은 사람이 채소를 팔아 연명하고 있었던 기

록이 있다. 우선 성 밖 왕십리에는 상당한 규모의 채소밭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채소 판매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60) 도성 내에도 경모

궁(景慕宮) 근처 등에는 채소를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61) 

59)  『燕山君日記』 卷57, 11年 3月 25日 庚戌 “命京畿監司封進蓴菜·葱·蒜·萵苣, 一應菜蔬, 

令各道具根戴土, 使不至枯槁封進。 各道遂作檻, 置土封植, 相遞舁運, 絡繹不絶, 及至京中, 

枯槁不得納。 遂於市裏貿之, 其價踴貴, 雖罄財莫能償之。 又分遣內官於各道, 採取山菜及民

間雜蔬。”

60)  『承政院日記』 肅宗 22年 2月 14日 庚子 “且往十里人民, 常以賣菜資生。” <http://sjw.history.

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61)  『承政院日記』 正祖 8年 9月 2日 甲寅 “大抵宮底居民, 自十戶, 至南北墻外, 合爲五十四戶, 而

筒中二十四戶, 則有役名而可料生者, 其餘三十戶, 則閑散無恒産之徒也。 此輩所業, 不過蒔

葑賣菜, 以糊其口, 到今田疇, 盡爲閭舍, 無地種菜, 百口嗷嗷, 日夜所望者, 惟待朝家之有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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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 「예덕선생전」에서 엄 행수로부터 인분을 공급받아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 중 상당수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므로 이들

은 생산한 채소를 도성에 팔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조선 후기에는 도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정부로부터 등록된 물종을 

취급할 수 있는 전매권을 인정받고 있는 시전과 이러한 관의 특혜와 관리에서 

벗어난 난전이 있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시전의 경우 국초부터 도성 내 운

종가, 종로, 광통교 등에 대규모 행랑을 조성하고 육의전 등 어용상인이 각종 

물품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정조대에 시전 상인이 국가로부터 권리를 인정받

는 대가로 납부하는 돈의 명세를 기록한 「시민전화산대별단(市民錢貨散貸別

單)」을 보면 여기에 채소를 판매하던 상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적어도 시전

에서는 공식적으로 채소가 취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62) 물론 간혹 채소

를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탐내어 시전 상인이 채소까지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백성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품목이라고 하여 시

전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보면 채소는 대부분의 난전에서 취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63)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여타 작물의 경우 도성 내 경

작이 금지되었음에도 채소는 그 재배가 허용되었고 그 생산품 일부는 난전에

서 거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채소는 여타 상업 작물과는 상당히 다

른 경로를 따라 유통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도성 사람들은 도성 주위 가

區處, 而牛肪旣罷, 設施無策, 奔遑道路, 所營者俱是必不成之事, 所告者都大無當之說, 兼以

愚蠢之性, 轉成叨濫之習, 犯蹕鳴冤, 視若茶飯, 而臣忝在調檢之地, 不能禁而止之, 此亦臣一

大罪戾也。”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일 2013. 4. 10.

62)  『備邊司謄錄』 正祖 8年 甲辰 3月 21日.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에 잘 정리되었다. 卞光

錫, 『朝鮮後期 市廛商人 硏究』 (서울: 혜안, 2001) 83-145쪽.

63)  『正祖實錄』 卷32, 15年 1月 25日 庚子 “蓋我朝亂廛之法, 專爲六矣廛之上應國役, 使之專利而

設矣。 近來民心不古, 惟慾是循, 遊手無賴之輩, 三三五五, 自作廛號, 凡係人生日用物種, 無

不各自主張, 大而馬馱船載之産, 小而頭戴手提之物, 伏人要路, 廉價勒買, 而物主如或不聽, 

輒以亂廛, 結縛驅納於秋曹·京兆, 使之剝膚而後已, 故所持者, 雖或落本, 不得不垂涕泣賣

去, 於是乎各刊其肆, 以取倍價, 平民輩, 不買則已, 若係不得不買者, 則捨其廛, 更不可從他

求得, 以故其價日增, 凡物之貴, 較視於臣之年少時所聞知, 不啻爲三倍五倍, 近日則甚至蔬菜

甕器, 亦有廛號, 不得私自和賣, 民生之食而無鹽, 姑無論窮士之無以覓需, 停廢祭先者, 往往

有之, 此無他, 專是都庫不禁之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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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지역에서 재배하여 난전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상품을 구매하여 식생활

에 모자라는 양을 충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익히지 않은 채소의 섭취

지금까지 조선시대 한성부 도성에서 회충 등 토양매개성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의 오염된 분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퇴비로 바뀌고, 밭에 거름으로 주

어진 후 채소에 묻은 형태로 도성에서 다시 판매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 서

술하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조선시대 한성부 도성민이 이렇게 공급된 채

소를 음식으로 먹을 때 기생충 감염을 더 쉽게 유발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

고자 한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분을 퇴비로 사용하더라도 

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생식하지 않고 익혀 먹는 한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 등 인근 국가 사람들이 날것

인 상태에서는 채소를 잘 먹지 않는 데 반하여64)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채소

를 즐겨 먹어 토양매개성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서 날로 즐겨 먹었던 것이 확인되는 채소는 김치의 

재료인 배추, 무, 갓을 비롯하여 상추, 파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 상추쌈이 날

채소를 먹는 방법 중 가장 인기가 있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

의 글에 밥반찬으로 날채소를 쓴 사실이 쓰여 있고,65) 원나라 양윤부(楊允孚)

의 시 「난경잡영(灤京雑詠)」에는 ‘자꾸만 말하게 되는 맛 좋은 고려 생채 〔更

說高麗生菜美〕’라는 구절이 있는데, 고려 생채는 상추를 말한다.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풍속은 지금도 여전해서 소채 

중에 잎이 큰 것은 모두 쌈을 싸서 먹는다. 상추쌈을 제일로 여기고 집집마다 

64)  趙慶男, 『亂中雜錄』 卷3, 宣祖 26年 癸巳年 下. “天兵食不用匙皆以筋[筯] 不食生菜最嗜鷄

而不棄血.”

65)  李穡, 『牧隱藁』 卷2, 謁洪仲誼博士 “悃愊無華甚 玲瓏徹骨淸 杏山曾掌選 桂牓首題名 生菜盤

中美 晴波榻下明 龍門慙忝跡 東閤幸同盟.” 



기호철·배재훈·신동훈 : 조선후기 한양 도성 내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 원인에 대한  
역사 문헌학적 고찰

제22권 제1호(통권 제43호) 89-132, 2013년 4월 │123

심으니, 쌈을 싸 먹으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66)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

도 즐긴 상추쌈을 문사들이 시문으로 남겨 상추쌈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시문을 통해 보면 당시에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밥을 상추에 싸

서 쪽파나 된장 등을 곁들여 먹었다.67) 유득공(柳得恭, 1749~?)의 시에는 오

늘날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의 상추쌈 사랑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68) 

오돌토돌 이파리 두꺼비 껍질 벗겨왔고 痱磊剝蟾諸

누르스름 초록빛 앵무새에게 가져왔네. 老綠來鸚哥

잡초를 뽑으며 벌레 먹은 것을 없앴고 流芼黜蟲蝕

뒤집어 벌레가 집을 지은 것도 찾았지. 反覆搜蝝窠
바구니 들춰보니 그럼에도 넘실넘실  開籃尙萋萋
밥상에 올렸더니 뜻밖에도 수북수북.  登案忽峩峩
나는야 애시 당초 채소밭을 일궜으니  我本爲圃須

밥이야 한도 없이 먹을 수 있을 거야. 亦能善飯頗

손이야 방금 후다닥 깨끗이 씻었고   盥手初勿勿

옷소매도 어느덧 착착 걷어 올렸네.   奮腕忽番番

밥 얹어 싼 것 입보다 클까 염려해   摶飯慮吻疈
상추잎 손바닥만큼만 놓고서 싸지.   布葉毋掌過

된장 얹고 거기에 생선도 곁들였고   酌醬更挾魚

녹색 부추 사이엔 쪽파도 희끗희끗.    韭綠間葱皤
볼록한데 구멍 뚫려 꽃술이 맺힌 듯   突䆛如含蘂

겹쳐 오므린 모양 연꽃봉오리인 듯.    襞積如卷荷

터지기라도 하면 조개가 진주를 뱉고  或拆吐珠蚌

여미기라도 하면 꼭대기 나선을 도네. 或緘旋頂蠃
손안에 있을 때에는 주름진 주머니    在手縐而囊

입속에 넣을 때에는 길쭉한 북이지.    入口撱而梭

턱턱 싹싹 이빨이 물방아 소리 울리면 瑟颯齒車鳴

66)  李瀷, 『星湖僿說』 第5卷, 萬物門 “生菜掛背 “元楊允孚詩云, 更說高麗生菜美, 摠輸山後藦[蘑]

菰香. 自註: 高麗人, 以生菜裹飯食之. 我俗至今尙然, 蔬菜葉大者, 皆如此. 此萵苣爲上, 家

家種之, 爲此故也.” 『성호사설』은 朝鮮廣文會本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본이 편차

가 전혀 다른데, 한국고전DB본을 바탕으로 교감하여 참고하였다. <http://db.itkc.or.kr/

itkcdb/mainIndexIframe.jsp> 검색일 2013. 4. 10.

67)  李瀷, 『星湖先生全集』 卷5, 閒居雜詠 二十首 “萵苣葉圓鹽豉紫” 金昌業, 『老稼齋集』 卷2, 萵
苣 “萵苣喜土肥 下種春雨宜 此物登我盤 細葱必相隨.”

68)  柳得恭, 『泠齋集』 卷1, 儒城柳得恭惠甫著 古今軆詩 一百九十九首 萵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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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방울 떨어져 뱃속은 맷돌 간다오.  淋漉胃磑磨

배불리 먹었더니 눈꺼풀 감기려 하고 旣飽眸欲眊
술 덜 깬 듯 얼굴도 조금 발그름하네. 似酲顔半酡
어느덧 그늘진 북창 아래에 드러누워  乃卧北窓下

손으로 잔뜩 불러온 배를 어루만지네. 擧手捫其膰

이처럼 인분 거름을 써서 조선시대 도성 안팎에서 길러진 채소는 경작자

에 의해 직접 소비되거나 도성민에게 판매되었는데 이를 마지막에 상추쌈으

로 날로 먹게 되므로 토양매개성 기생충감염의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추쌈은 그 연원이 유구한 우리나라 음식문화로써 조

선후기 한국 사람이 즐기는 음식의 하나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사

람의 높은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은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도 할 수 있다.

7. 맺음말

최근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수습되는 각종 시료에 대해 고기생충

학적 연구가 시행되어 20세기 이전 우리나라 전통사회 기생충 실태에 대한 과

학적 증거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

기 전에도 조선시대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

는데, 이는 인분을 이용한 시비법, 채소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식습관 등이 

해당 기생충 생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감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추측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의 수도인 한성부 사

대문 안의 고고학적 토양 시료에 대해 시행한 검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현

재까지 이 지역에서 수행한 거의 모든 고기생충학적 연구에서 기생충란이 발

견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의과학적 성과에도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시대 사람들을 끊임없이 재감염시켰는가 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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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아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하나인 회충이 

조선시대에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

지 요소를 조선시대 사료에서 찾아 정리하였는데 전체 과정을 화장실의 이

용, 전문적 인분처리업자, 인분 시비법, 채소의 공급과 구매, 날 채소를 먹는 

식생활 전통 등 구체적 내용으로 나누어 재감염에 관련된 과정으로 각각 제시

할 수 있었다. 간추리면, 조선사회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인분을 거름으로 사

용하는 집약농경의 발달로 도성 내 화장실에서 이를 모아 정기적으로 수도와 

그 주변의 채소밭 등으로 팔아넘기는 전문적 인분처리업자가 있었으며 이들

에 의해 인분은 거름의 재료로 재탄생하여 농지에 뿌려져 지력 고갈을 막고 

생산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된 채소

를 우리나라는 익히지 않고 상추쌈 등으로 즐기는 음식문화가 존재하여 채소

밭에 시비된 인분 속에 포함되어 있던 회충란이 사람들에게 재감염되는 것을 

부득이하게 촉진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우리는 조선시대 사료 검토를 통하여 토양매개성 기생충, 특히 회

충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감염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실증

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우선 대변에 섞여 나온 기생충란이 다시 사람의 입

을 통하여 감염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사람 분변을 농지 지력 보완을 위한 비

료의 원료로 재활용(recycling)하고자 하는 조선사회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깊이 관여되어 있어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농업 생산력 제고를 위해 사람

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부작용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무시

할 수 없겠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사람 분변이 퇴비 생산에 차지하는 비

중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대체할 다른 비료 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며 기생충 감염이라는 일종의 부작용에도 인분 퇴비의 사용은 많은 인구를 지

탱할 수 있는 높은 생산력 유지를 위해 계속되어 발전되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인분 비료의 사용과 함께 조선사회 높은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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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쌈 역시 오랜 전통을 가진 음식문화로써 쉽게 없애지 못하는 인기 있는 

음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대화 이전 우리나라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높은 

감염률은 단순히 비위생적인 환경의 결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는 점을 알게 되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인분은 배설된 후 그냥 성 밖으로 운

반되어 버려져야 하는 폐기물이 아니라 농사에 끊임없이 비료 원료로 재활용

되어야 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날채소를 즐기는 한국 특유의 음식문화가 

결합하여 있었던 것이 높은 회충 감염률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도시 내의 인분 처리에 관한 문제를 논할 때 이를 단순

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파악한 서양 중세 도시와 비교하여 인분에 대한 

관념이 역사적으로 약간 다른 측면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조선

시대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높은 감염률이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시료를 의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

구 결과가 더욱 정확히 해석되기 위해서는 학제간 협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을 아울러 보여주었다. 고 시료 내에 남아 있는 기생충 감염의 흔적을 찾아 연

구하는 고기생충학적 연구(paleoparasitological study)는 당시 사람들의 기

생충 감염 실태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연구

방법론이지만, 단지 이 연구 결과 하나만을 놓고 해석을 시도할 때 그 결과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전 고기생충학적 연구에서는 이해할 수 없던 결과도 잘 

조사된 역사학적 해석이 가해지면 더욱 생생한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

게 되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고기생충학 선행연구 중 사대문 내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는 높은 토양 기생충 오염 현상은 그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해석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역사 문헌 연구에서 조선의 도성 내 인분을 거름

으로 쓰는 밭이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문은 풀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기생충감염에 대

한 앞으로의 연구 역시 유사한 학제간 협동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에 그 

결과의 해석이 원활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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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Historical Study on Factors Inducing Soil-
Transmitted Helminth Infection among 
People of Old Seoul City during Joseon 

Dynasty*

KI Ho Chul**·BAE Jae Hoon***·SHIN Dong Hoon****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Seoul, KOREA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hungnam, KOREA

****Department of Anatom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In a series of paleo-parasitological investigations, we have been able to 

obtain invaluable data on parasite infection patterns prevalent among the 

Joseon (1392-1910) people in Korea. Thus far we have established that the 

Joseon people were in fact heavily infected by various species of parasites, 

though precise patterns and exact statuses of infection in specific town 

and cities have proved elusive. In the present study, relevant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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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was obtained and examined, shedding light on some of the 

operative socio-cultural factors that might have played a role in inducing 

a high infection prevalence of Ascaris, a soil-transmitted roundworm, in 

Joseon society. On this evidentiary basis, we could confirm that the recycling 

of human feces as fertilizer and the habit of eating raw vegetables were 

both closely related to infection. These factors were sufficient to maintain 

the life cycle of Ascaris, there by perpetuating a cycle of infection and re-

infection among the Joseon inhabitants.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d 

the value of close medical-scientist / histori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nfacilitating comprehensive and meaningful paleo-parasitological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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