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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양도성으로
이 상 해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통사회에서 도읍지의 성곽은 통치 및 방어에 필요한

왕, 낙산의 사산(四山)으로 이루어진 자연 환경과 도성 주변

시설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도읍지로 새로 정한 한양(한성부)

지역이 도성민들의 유상(遊賞)의 공간으로, 그리고 민간 신앙

에 종묘와 궁궐을 차례로 건설한 다음, 도읍지의 “안과 밖을

의 공간으로 작용한 것이다.

엄하게 하고 비상사태를 방비”(태조실록 8권, 1395년 10월 5

유상이란 노닐며 구경한다는 뜻이다. 한양도성에서 이루

일)하기 위해 성곽을 축조하고 문루를 세움으로써 유교사회

어진 유상문화로는 순성(巡城)과 도성 풍광 완상, 시사(詩社)와

의 도읍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체계를 완성하였다.

문학, 회화 활동 등이 있었다.

한양도성은 통치 및 방어를 위한 기능이 주된 목적이었

순성은 도성을 따라 걸으면서 도성 안팎의 풍광을 완상

지만, 도읍지에 살던 당시 사람들의 특정한 삶의 한 부분을 이

하는 것을 말한다. 한양도성에는 이런 목적을 위한 순성로가

루기도 하였다. 도성이 백성들의 문화 활동과 신앙을 위한 공

일찍이 조성되었다. 도성 안팎의 풍광을 즐기기 위해 성곽을

간으로도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성곽이 축조된 백악, 목멱, 인

순성하며 문인들이 남긴 글, 화가들의 그림 등이 이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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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해준다. 한양도성 일대와 주변에는 산과 물이 잘 어울

한양도성은 또한 조선시대에 왕실, 사대부 계층, 도성민

려진 명승이 많았다. 성리학으로 무장되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들 모두의 신앙의 공간이었다. 나라와 백성들의 삶과 가장 밀

문인들이 자연 풍광을 즐기며 시를 짓거나 산수화를 그리기

접한 관계를 맺었던 곳이 한양도성이었다. 그중에서도, 백악

그런데, 오늘날 한양도성의 성벽과 성문은 도읍지의 경

고 달려온 현대 한국사회에서 실종된 것들 중의 하나가 건강

에 좋은 무대였던 것이다.

신사와 목멱신사는 한양을 수호하는 신당에 제사를 지내는

계로서의 기능과 상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숭례문, 흥

한 성인문화이다. 성인이 되어야만 허용되는 짓거리로서 성인

조선시대 문인들은 시사를 조직해서 시를 짓는 등 문학

대표적인 신앙의 공간이었다. 백악신사는 백악의 정상에 있었

인문으로 대표되는 도성의 문루와 성벽 밖으로 현대 서울

문화가 아니라, 성숙한 차원의 정신문화, 잡스러운 기(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즐겼다. 시사는 자연 속에서 시를 짓고 풍

으며, 백악신위(白嶽神位)와 삼각산 신위를 함께 모신 사당이

의 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20만명이었던 도시가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문화를 건강한 성인

류를 즐기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특유한 문화 향유 방식이었

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목멱신

1,00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한양도성은 도읍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다. 시사는 시계(詩契), 시회(詩會), 계회(契會) 등으로도 불리었

사는 목멱 정상에 있었는데, 국사당(國師堂)이라고도 했다. 태

지 외곽을 경계 짓는 시설이 아니라, 현대 서울의 한 부분이

조선시대 한양도성은 건강한 성인문화가 이루어진 현장

다. 조선시대에 시사는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기념할 일이 있

조는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긴 후, 백악신을 진국백(鎭國伯), 목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양도성의 위상이 새롭게 자리 매김

이었다. 조선시대의 한양도성이 보여주듯, 한양도성은 진세

을 때나 평소에 자주 왕래하며 교유하던 문인들 사이에 주로

멱신을 목멱대왕(木覓大王)에 봉하여 국가에서 직접 제사지내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한양도성의 위상과 상징성. 그리고 역

(塵世)를 벗어나는 장소가 되는 역할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

이루어졌다. 시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기

게 했다.

할이 재조명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정신문화를 정립하는

태조는 백악신에게 한양도성의 축조를 알리는 개기제(開

은 도읍지의 경계였기 때문에 도성민들의 일상생활보다는 비

데 기여할 장소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양도성은 우리 모

基祭)를 지냈고, 세종 때는 백악신과 목멱신에게 도성 수축공

일상에 속하는 행위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양도

두가 자신의 삶을 관(觀)하게 하고, 온갖 선(善)의 근원은 무엇

그들은 특별하게 시사를 열지 않더라도 한양도성의 명승

사를 알리는 고사를 지냈다. 그런데, 백악신사는 식민지시기

성은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구가하기 위한 장소로도 이용

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깨우는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다. 인왕산과 그 일대의 산수가 일구

에 사라졌다. 목멱신사(국사당)는 일제가 1925년 목멱(남산)

되고 있다. 한양도성이 갖는 역사성과 문화활동이 확장된 것

자연, 과거, 문화, 현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양

어내는 풍광은 그림의 소재로 적합한 대상이었다. 특히 조선

에 조선신궁을 건립하면서 인왕으로 옮겨졌지만, 지금도 민간

이다.

도성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눈 뜨게 하고, 새로운 공공성을

후기에 들어서서 관념의 세계를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신앙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성의 문루는 기우

한양도성은 역사속의 기억으로서 뿐 아니라 현재적 기능

구축하고, 우리들 정신세계를 충실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근거지가 되는 곳의 경관을 그리고자 한 화가들이 그림으로

제, 기청제(祈晴祭)를 지냈던 곳이다. 기청제는 가물어서 비가

도 이미 수용하고 있다. 사람들의 기억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

한양도성 자체가 서울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에 결 좋은 바

나타내기에 적합한 곳이 한양도성과 그 주변이었다. 겸재 정

내리기를 비는 기우제와 달리, 장마에서 벗어나 비가 그쳐 날

이 과거를 되살리고 이를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능

람이 불어오게 할 수 있다.

선(1676-1759)의 장안연우(長安煉雨),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씨가 맑아지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기청제는 우리나라 고대

하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억을 집단 기

인곡유거(仁谷幽居) 등의 회화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영제(禜祭)’라고도 한다. 조선

억이라고 말한다. 집단 기억의 요체는 과거에 대한 현재적 이

시대에는 도성의 사대문에서 주로 행

해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기억되는 데에 있다. 과

해졌기 때문에 ‘사문영재(四門禜祭)’

거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라고도 했다. 기청제 때에는 사대문이

서 그 구성원들과도 관계를 이룰 때 가치가 돋보이게 된다. 한

위치한 네 방위(동,서,남,북)의 산천신

양도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의 일상을 수용하여 과

에게 제사를 지냈다.

거와 관련된 기억의 형성과 보존에 관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위해 시사한 내용을 시, 회화로 남겼다. 한양도성은 이러한 시
사를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인왕제색도, 겸재 정선이 그린 인왕산의 진경산수

대 한양도성은 성 내외를 기준하여 존비(尊卑)를 가르고, 행함

의 유상과 신앙 행위 등은 한양을 표상하는 건강한 성인문화

과 생각이 다름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었던 것이다.

가 이루어진 현장이었다. 경제 개발, 조국 근대화에 방점을 두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성곽은 도

돋보일 것이다. 특히 서울시민들이 한양도성과 관련된 기억을

읍지 한양의 외곽 경계였다. 도성 안

공유할 때 한양도성이 문화유산으로서 현대사회에 기여하는

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설정되면,

몫은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양도성이 현대 서울 시

도성의 내외는 많은 면에서 구분되기

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장소와 공간으로서 공생, 공존하는 역

시작한다. 성내와 성외의 구분은 도시

할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성과 비도시성, 서울과 시골 등의 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한양도성은 문화활

별성을 유발하였다. 경계로서 조선시

동과 신앙의 공간으로서의 소임도 하였다. 시사, 그림, 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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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건국과 한양정도(定都)
도 현 철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 고려 말 개혁정치와 조선 건국
조선왕조는 고려 말 개혁정치 과정에서 건국되었다. 고

개혁 세력은 토지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려 말 신진 세력은 성리학을 수용하고 그에 기반하여 제도개

하였다. 정도전 조준 등은 토지제도 개혁에 찬성하였고, 이색 

혁을 모색하였는데, 위화도 회군은 구세력의 낡은 사상과 시

이림  우현보 등은 이에 반대하였다. 조준 등은 소유권을 그대

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 신진 세력이 전면에 등

로 유지한 채 가산화(家産化)된 사전을 혁파하고 경기사전(京

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畿私田)의 원칙 아래 재분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색 등은 일

신진 세력은 공민왕대 개혁정치의 추진 과정에서 성장하

전일주론(一田一主論)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였다. 공민왕은 원의 간섭을 배제하고 고려를 중흥시키고자

과정에서 이색은 사전혁파에 반대하였는데 이는 구가세족의

하였다. 초기에는 부원세력을 배제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조업전(祖業田)이

초점을 맞추었고, 뒤이어서 신돈을 등용하여 구체적인 개혁

라는 명분으로 사전을 세습하는 행위는 고려 후기에 관행이

을 단행코자 하였다. 신돈은 전민변정사업(田民辨整事業; 토지

었고, 대다수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개혁) 등 다양한 개혁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성균관을 다시 짓

이와 함께 개혁 세력은 권력구조의 재편을 둘러싸고도

고 오경사서재(五經四書齋)를 만들어 성리학 연구를 심화시켰

대립하였다. 비록 두 세력 모두 『주례』에 기반한 법과 제도의

다. 그 결과 성리학 이념에 충실한 유학자들이 성장하면서 개

개혁이라는 원론에는 동의하였지만, 이색 등이 『주관육익』을

혁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통하여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옹호한 반

공민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어린 우왕이 즉위하면서 왕

면, 조준 등은 재상을 중심으로 한 육전 체제를 복구하고 육조

실의 권위는 실추되고, 이인임 등 권신의 자의적인 권력행사

중심의 행정기구 정비를 통해 새로운 권력구조를 지향하였다

로 정치기강이 해이해졌으며, 왜구의 침입과 불안정한 대중국

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관계는 당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같

이러한 대립은 불교와 불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은 고려

은 우왕대 정치의 파탄과 누적된 모순의 심화, 그리고 대외적

왕조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노정시켰고, 왕조의 지배이념인

위기의 고조 속에서 위화도 회군이 단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선왕성전(先王聖典)에 대한 이해의 충돌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

개혁을 주장하는 신진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였다. 공양왕과 이첨은 선왕성전은 불교숭상이라 본 반면, 정

위화도 회군 이후 개혁 세력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개혁

탁은 삼강오륜의 존숭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자가 왕조의 존치

의 지향에 따라 두 방향으로 분기하였다. 이색  정몽주 등은

를 전제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 것이었다면, 후자는

왕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실현하려

체제변혁을 염두에 두고 불교를 배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반면, 정도전  조준 등은 성리학적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옥상)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백악

두 세력의 대립은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정권을 장
악한 뒤, 왕대비의 교지로 공양왕이 폐위되고 대소 신료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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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창과 함께 새 도읍지를 정하여 새로운 정치를 펴는 것은

이래 고려 후기에는 풍수도참설이나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3

불가결한 일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개경에 오랫동안 살아온 재

차례나 천도 계획이 수립되기도 한, 한국 역사의 중심 무대로

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조를 비롯하여 일부 건국 주체

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온 곳이었다.

세력들은 왕조 창업에 맞추어 새 도읍지를 정하여 옮기는 사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새 도읍지로 한양이 정해지면서 유교적 문치 사회를 지
향하는 도시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유교의 원리에 따라

처음 새 도읍의 후보지로 논의된 것은 계룡산이었다. 그

공간을 배치하고 궁궐을 명명하여 유교적 이상 사회를 지향

러나 계룡산은 남쪽에 치우쳐 있어 지리적으로 균형을 잃었

하였다. 예컨대 『주례』의 ‘좌묘우사(左廟右社), 전조후침(前朝後

을 뿐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산이 북서쪽(乾方)에서부터 낮아

寢)’의 원칙에 따라 선왕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와 토지신과 곡

져 물이 남동쪽(巽方)으로 흘러가는 형국이어서 풍수설에 따

식신을 제사하는 사직단을 좌우에 배치하고, 대궐 앞쪽과 뒤

르면 ‘오래도록 유지되지 못하고 곧 쇠락할 땅’에 해당된다는

쪽에는 중앙관서와 침전을 둔 것이 그것이다. 태조 4년 9월 경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읍지로 적당하지 않게 되었다.

복궁과 종묘가 완공되었고, 태조 5년 4월 5부 52방의 행정 구

정도전은 유교의 정치관에 입각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시로서는 급선무라는 입장에서 천도에 소극적이었다.

획이 마무리 되었으며, 태조 5년 1월부터 9월까지 2차례의 공
사로 한양 주변에 도성을 쌓았다.

건국초기라는 격변의 시기에 천도는 민심의 불안정을 야기할

조선이 새로운 도읍지로 한양을 선정한 것은 왕조의 정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천도할 적지를 추천하여 올리

치이념이었던 유교의 인문지리관에 따른 것이었고, 도시의 설

라는 왕명에 대응하여, 중국 역대의 도읍지를 개관하면서 “치

계와 관련된 기획은 유교적 문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란과 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땅에 달려있는 것이

수선전도

아니다” 라고 전제한 뒤 “제왕의 도읍지는 본디 정해진 곳이
있으므로 술수로 헤아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
정도전 초상화

였다. 당시 도읍지 선정 논의가 음양술수설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인사(人事)를 기준으로 하는 도읍지 선정을 주장

량기로(閑良耆老)의 추대 형식으로 이성계가 즉위하면서 새로

한 것이었다. 중추원학사 이직 역시 지리서를 검토한 뒤 도읍

운 왕조의 개창으로 마무리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정쟁

을 옮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을 따르

의 과정에서 군사력이라는 폭력적 수단이 거의 동원되지 않

는 일”이라 전제한 뒤, 기맥이 모이고 조운이 통하며 나라의

았다는 점이다. 대신 대간과 언론이 역성혁명의 과정에서 결

중앙인 곳이 도읍지로 적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된 중앙집권

이성계는 반드시 천도를 하려면 한양이 좋겠다는 신료들

체제와 합좌기구의 발달 그리고 왕권의 추락과 같은 요인이

의 의견을 받아들여 태조 3년(1394년) 10월 천도를 단행하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 한양은 산수의 형세가 뛰어나고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조운이 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유학적 합리적

• 새 도읍지 물색과 한양 정도

지리관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이성계는 새 도읍지를 물색하여 천

한양은 백제초기의 수도인 위례성이 있었던 곳이고, 고

도하는 일에 의욕을 보였다. 왕조국가에서 도읍지는 왕족과

려 문종 21년(1067년)에는 고려의 4경의 하나인 남경으로 자

관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국가 운영의 중심지이므로 왕조

리 잡았다. 숙종 원년(1091) 김위제가 남경천도론을 제기한
경복궁 근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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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築城赴役)의 식량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고 하였다. 참찬문하
부사 안익(安翊)이 신등은 이미 급량(給糧)하라는 명이 있는 줄
을 모르고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신등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답
하였다. 태조는 안익의 말을 듣고 노여움을 풀고 술을 내렸다.
8월 6일에는 경상  전라  강원도에서 축성부 79,400인을
징발하였다. 9월 24일에는 축성역이 끝나 정부(丁夫)들을 방환

한양도성의
탄생

하였다.
태조 6년 정월 22일에는 역도(役徒) 중에서 상을 당한 자,
병이든 자, 노약자를 방환하였다. 4월 25일에 간관이 공역(工役)
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농사일을 잃었는데, 지금 도성이 이미 축
조되고 궁실도 이미 조영되었으니, 토목공사는 완급(緩急)을 헤
아리지 말고 모두 정파(停罷)하여 풍년을 기다려 수즙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상서하자, 태조는 이를 시행토록 하라고 명하였
다.

민 덕 식 | (전)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태조대에 축성된 구간

• 식량(食糧)
태조 5년 7월 21일에 태조는 내가 이미 각도의 관찰사들에

• 도성조축도감(都城造築都監)

달리 고려말과 같이 민정이 동원된 것이다.

않도록 하며 군사훈련에 전력하여 뜻밖의 환난에 대비하여야

게 축성부역의 식량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고 하였다.

태조는 4년 윤 9월 10일에 도성의 터를 살펴보고, 이어 13

단, 동대문은 그 지세가 낮으므로 배궐첩석(排橛疊石)을 한

한다고 상언하였다. 11일에도 간관이 축성역을 정지하자고 청

태조 6년 정월 15일에 풍해도도관찰사는 도내 인민이 풍수

일에는 도성조축도감을 설치하여 판사  부판사  사  부사  판관

후에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공력(工力)이 다른 곳에 비하여

하자, 태조는 도읍에는 성곽이 없을 수 없다고 꾸짖고 집에서 대

(風水  충황(虫蝗)의 재해를 입어 실농기곤(失農飢困)하여 금번

 녹사를 두었다. 축성을 총괄하는 도감의 도제조로는 좌정승이

배나 되었다. 이 때문에 이곳의 축성을 맡았던 안동  성산부 사

명(待命)토록 명하였다.

도성역(都城役)에 부역함에 각자의 식량을 가지고 가는 일은 매

었던 조준(趙浚)이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람들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경상도도관찰사 심효생

21일에 태조는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군인을 징발

우 어려우니, 도내의 전미(田米)와 진태(陳太)를 내어주자고 상언

(沈孝生)은 동대문 역인(役人)들을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10

하여 도성을 필축(畢築)하는데 따른 가부를 묻도록 하였는데, 찬

하자, 태조는 이를 허락하였다. 식량은 역부들이 자기가 부담하

• 인력동원(人力動員)

여 일 더 머무르게 하여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해 달라고 청하였

성사이하 모두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에 태조는 이들을 불러

는 것이 원칙이었다. 무거운 식량을 도성까지 가지고 오기가 어

태조 4년 9월 26일에 태조는 좌복야 남재(南在)와 경흥부사

다. 이에 대해 판한성부사 정희계(鄭熙啓)는 근래에 경종(耕種)을

내가 이도(移都)하여 성곽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필축의 역을 모

렵기 때문에 세종대처럼 운반하기 쉬운 포(布)를 가지고 와서 쌀

윤 조순(曹恂)을 통하여 명년 정월에 제도(諸道)의 백성을 징발

당하여 축성인들을 모두 방환하여 귀농토록 하라는 명을 들은

두 불가하다고 하니 어쩐 일인가? 이와 같다면 내가 어찌 이곳

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하여 도성을 축조할 것을 좌  우정승에게 하교하도록 명하였다.

자들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백성들을 속일 수는 없다.

으로 이도를 하였겠는가라고 하였다. 삼사좌복야 우인열(禹仁

태조 5년 정월 9일에 경상  전라  강원도 및 서북면 안주

이제 와서 안동  성산 사람들만 남겨 둔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

烈)은 신등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영구히 축성을 하지 말자는

(安州) 이남, 동북면 함주(咸州) 이남의 민정(民丁) 118,070여 인

이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역사(役事)를 다 마치지 못한 것은 지

뜻이 아니고 잠시 풍년을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하고, 정당문학

태조 5년 정월 9일에 매 2자(字)마다 감역판사(監役判事) 

을 동원하여 도성을 시축(始築)하였다. 2월 15일에 태조는 도당

세 때문으로 역부들의 태만에서 온 것이 아니니 그들을 나무랄

한상질(韓尙質)은 신등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금년에 조한(早旱)

감역부판사(監役副判事) 각 1원(員)과 사(使)  부사(副使)  판관

(都堂)에 부역민들을 2월 그믐까지 방환하여 귀농토록 지시하였

수는 없다고 아뢰자, 태조는 이들도 함께 방환하라고 명하였다.

과 만수(晩水)가 있었고, 황충(蝗虫)의 재해가 있어 곡식이 익지

(判官) 중 12원을 두었다.

으므로, 이에 따라 28일에는 축성역부(築城役夫)들을 방환하였

또 태조 5년 7월 6일에는 문하부랑사가 가을에는 축성공

않았기 때문에 내년을 기다려 필축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

다. 이처럼 징발된 역부는 세종대의 보충역에 있던 군인들과는

사를 정지하여 민력(民力)을 쉬도록 하고, 추경(秋耕)을 폐하지

고 하였다. 이에 태조는 내가 이미 각도의 관찰사들에게 축성부

• 감역관(監役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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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축조(城壁築造)

20일에도 태조는 심한 추위 때문에 동사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

기초를 살펴보았으며, 또 4월 28일에도 흥인문에 행차하여 옹

호역(戶役)(요역(徭役))을 면제하여 주었다.

① 개기(開基)

하여 내신(內臣)을 축성소(築城所)에 보내 풍설일(風雪日)에는 역

성을 살펴보고, 동소문까지 순성(巡城)하고 환궁하였다.

태조 4년 윤 9월 10일에는 태조가 직접 도성기(都城基)를

사(役事)를 시키지 말도록 유시하였다. 또 태조는 2월 22일에 도

순관(巡觀)한 후, 13일에는 판삼사사 정도전(鄭道傳)으로 하여금

성역(都城役)을 연 3일 동안 살펴보고, 10월 2일에도 성역을 순

④ 수축(修築)

태조 5년 봄에 가뭄이 심하자 간관은 토목공사를 정지하고 성

성기(城基)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백악산, 낙산, 목멱산, 인왕산

시하였다. 한편 이때 축조된 체성의 규모는 고험처(高險處)는 석

태조 6년 8월 14일에는 경기 내의 백성을 징발하여 도성을

역(城役) 병사자를 구휼하고 그 집의 호역(戶役)을 면제하여 주

등 4산을 연결하는 총 연장 59,500척의 성기를 잡았다. 이로부

축을 하였는데, 높이 15척, 길이 19,200척이었고, 평산처(平山處)

터 12일 후인 25일에는 태조 자신이 또 서산(西山)에 행차하여

는 토축을 하였는데, 하광(下廣) 24척, 상광(上廣) 18척, 높이 25

또 태조 7년 3월 24일에도 4도 주군(州郡)을 유후사성(留

성기를 살펴보았다. 태조는 5년 정월 4일과 14일에도 성기를 직

척, 길이 40,300척이었다. 수구에는 구름다리(운제(雲梯), 홍예가

後司城)과 신도성(新都城)에 분속시켜 때에 따라 수보(修補)토

접 살펴보았다. 9일에는 백악(白岳) 및 오방지신(五方之神)에게

시설된 다리)를 쌓고 양쪽에다 석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6척,

록 하였는데, 경기우도  풍해도는 유후사에, 경기좌도  충청도

자은도승통(慈恩都僧統) 종림(宗林)과 전판사 윤안정(尹安

치제(致祭)한 후 성기를 개기(開基)하였다.

길이가 1,050척이었다.

는 신도에 소속시켰다. 5월 13일에는 경기좌도  충청도의 주군

鼎)이 영남대로의 판교원(板橋院)(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을

으로 하여금 시기에 맞추어 도성 9,767여보(58,602척)를 수축도

만들어 축성인이 오갈 때 질병자가 있으면 의원들을 청하여 진

록 하였다.

맥하고 약을 지어 주어 구료하며 음식을 공급하고, 병이 나은 자

3월 16일에는 전라도 부역자 중에서 병사자가 더욱 많다
는 보고를 받고, 태조는 이들에게 미두(米豆)를 하사하였다. 또

수축하게 하고, 10월 19일에는 축성 역부를 방환하였다.

자고 상서하였다.

• 구료(救療)

는 양식을 주어서 보내었다. 태조 5년 3월에 우정승 김사형(金

• 운반(運搬)
태조 5년 8월 17일에 도성감역관 전사재감 박리(朴理)가

② 분정(分定)

염장(米豆鹽醬)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군인들로 하여금 대석(大石)을 운반하던 중 길이 좁아 전밀직

이때 진원군(珍原郡)(현 장성군(長城郡) 진원면(珍原面))의

이사위(李士渭)의 집 울타리를 헐었다. 이에 이사위는 박리를 때

민녀(民女) 도리장(都里莊)은 아버지가 성역에 나갔다가 병을 얻

리며 욕을 하였는데, 성문제조 최유경(崔有慶) 등이 보고하자, 태

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나는 형제가 없으니 내가 가서 아

조는 이사위의 가노(家奴) 20명을 내어 남문역(南門役)에 부역토

버지를 보살펴 생환토록 해야 한다고 하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

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사위도 순군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고 즉일로 출발하여 도로 옆에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멱구간도면

성기의 규모를 헤아려 자호(字號)를 분정하였는데, 백악의

士衡)이 이 소식을 듣고 태조에게 아뢰자, 태조는 이들에게 미두

살피면서 판교원에까지 이르렀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위독함을

• 붕훼(崩毁)

보고 진심으로 구료하고 부축하여 향리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은 것 중에서 물이 솟아 무너진 곳은 석축으로 다시 쌓고, 간간

태조 5년 5월 8일에 판중추원사 이빈(李彬)이 축성제조로

효성스러운 사실이 알려지자 도리장에게 면포를 하사하였다.

모두 97자로 나누고, 다시 1자마다 6호(號)로 나누었다. 각도 주

이 토성을 쌓았다. 구름다리가 우수(雨水)에 부딪쳐 무너진 곳도

서 자주 사제(私第)에 들려 독역(督役)을 소홀히 한 이유로 간관

군(州郡) 민호(民戶)의 다소를 헤아려 천자(天字)에서 일자(日字)

다시 쌓았다. 또 구름다리 한 곳을 쌓아 수세(水勢)를 분리하였

이 탄핵을 하자, 태조는 그의 직첩을 거두고 전민(田民)을 몰입

• 호궤(犒饋)

까지는 동북면, 월자(月字)에서 한자(寒字)까지는 강원도, 내자

다. 석성이 낮은 곳은 가축(加築)하여 높여 쌓았다. 또 각 성문에

하고 영해부로 유배토록 하였다. 6월 2일에도 축성제조 이성중

태조 5년 3월 4일에는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축성감독 경

(來字)에서 진자(珍字)까지는 경상도, 이자(李字)에서 용자(龍字)

月團(월단)(홍예)과 樓閤(루합)(문루)를 지었으며, 정북은 숙청문

(李誠中)을 축성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순군옥에 가두었

외관(京外官)에게 향연을 베풀었다. 9월 9일에도 태조는 도성역

까지는 전라도, 사자(師字)에서 조자(弔字)까지는 서북면이 담당

(肅淸門), 동북은 홍화문(弘化門)(동소문(東小門)), 정동은 흥인문

다. 7월 3일과 5일에는 심한 풍우로 도성의 수구옹성(水口甕城)

을 순시하고 감독관들에게 선온(宣醞)을 내렸다.

토록 하였다.

(興仁門)(동대문(東大門)), 동남은 광희문(光凞門)(수구문(水口門)),

1칸씩이 무너졌다.

동쪽에서 천자(天字)로 시작하여, 백악의 서쪽에서 조자(弔字)로

한편 추절역사(秋節役事)에서는 춘절역사(春節役事) 때 쌓

마쳤다. 총 둘레 59,500척에 600척마다 1자호(字號)를 부여하여

• 상전(賞典)

정남은 숭례문(崇禮門)(남대문(南大門)), 소북은 소덕문(昭德門)

③ 체성(體城)

(서소문(西小門)), 정서는 돈의문(敦義門), 서북은 창의문(彰義門)

• 물고(物故)

공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자 태조 5년 정월 9일에

이라고 하였다.

태조 5년 2월 27일에 태조는 성문 밖 3곳에서 수륙재를 베

태조는 날씨가 혹한이므로 야역(夜役)을 금하도록 명하였다. 또

태조 6년 정월 27일에 태조는 흥인문에 행차하여 옹성의

풀어 역부 사망자를 천도하도록 하고, 사망자의 집에 3년 동안

태조 5년 10월 1일에 도성 축조에 공이 큰 도성제조 권중
화(權仲和)  박자안(朴子安)  신유현(辛有賢)에게 내구마 1필씩
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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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회현자락
발굴과정 및 성과
조 치 욱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목주흔 조사 작업 모습

조선 건국 초에 태조는 한양 천도를 위해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후, 태조 4년(1395)

조선의 수도 한양은 성곽도시였다. 18.6km가 넘는 한양도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하고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성곽을 쌓았다. 석성과 토성으로 쌓

성! 공사구간 불과 98일. 20만의 백성이 동원되어 이룬 조선 최

은 성곽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다. 4대문은 동의 흥인지문 · 서의 돈의문 · 남의 숭례

대의 공사였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자연지형을 지혜롭게 이용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실시된 ‘중앙광장’ 발굴

문 · 북의 숙정문이고, 4소문은 동북의 홍화문 · 동남의 광희문 · 서북의 창의문 · 서남의 소

하여 산과 평지를 적절히 연결한 독창성이 높게 평가 받고 있

조사에서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94.1m의 한양도성 성곽을 새

덕문을 말한다.

다. 또한 한양도성은 514년간 (1396~1910) 조선을 지켜온 세계

롭게 확인하였는데 이곳은 잔존 최대높이 2.6m로 성곽은 최대

에서 가장 오랫동안 도성의 역할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7단까지 확인되며 태조대부터 숙종연간 이후까지의 축성법이

일제시대를 포함한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

확인되는 곳이다.

-문화유산채널 ‘조선 최대의 프로젝트 한양도성’ 중에서

거나 파괴되었다.
한양도성의 복원, 보존 작업은 1970년대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굴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게 된

1

뒷채움부를 정리하는 모습

2

1

토층실측 모습

2

서쪽에서 본 회현자락 부지 내 유적

일한 한양도성 발굴작업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한양
도성을 약 189.3m나 새롭게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은 조선신궁의 건립과 해방이후 이승만동상의 건립,
1960년대 후반 남산식물원의 건립 등으로 여러차례 추가적인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주로 도시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발굴이었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인 ‘회현자락’에

다. 2003년 청계천 유적의 오간수문지 발굴조사, 서울상공회의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한양도성의 성곽 95.2m를 새롭게 확인

소 구간 내 한양도성 유구 시굴조사, 2007년 타워호텔 리모델

하였다.

3

동쪽에서 본 회현자락 부지 내 유적

링 부지 시굴조사, 200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 건립부지

이곳의 성곽은 잔존 최대높이 2m가량으로 최대 5단의 성

4

회현자락 중앙광장의 모습

내 발굴조사, 숭례문 복원정비사업 부지 내 발굴조사, 2009년

곽이 남아 있는데 ‘(柰字六百尺)’으로 확인되는 각자성석이 새

5

보존처리 하는 모습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롭게 확인되었다.
이처럼 중앙광장과 회현자락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

남산회현자락 190여 미터의 발굴 성과

는 한양도성의 규모는 높이가 최대 2.6m 가량으로 이 성벽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2009년 ‘아동광장’과 2010년 ‘백범

지탱하기 위한 뒷채움이 얇은 곳이 2m 남짓, 두터운 곳은 5m

광장’을 조사하고 한양도성의 성곽 67m가량을 확인한 바 있다.

3

4

5

가 확인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분수대가 위치하고 있던 ‘중앙광장’과 남산식물

현재 분수대에 대한 처리문제가 정리되면 추가적인 조사

원에서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탐방로가 있던 ‘회현자락’에 대한

를 끝으로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는 완료하게 되며 공원조성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16 - 17

Q. 성곽마을 네트워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의
아름다운 공존

성곽마을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단순히 각 마을에서 뭉치는 것을 넘어서 협력
하고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을 걸었다. 1차 모임에서는 대표적 성
곽마을로서 북정마을과 장수마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곽마을
이 가지는 특징, 가치 등을 파악했었고 2차 순성행사에서는 교남동과 다산지역을 이어
가는 성곽을 따라 걸으며 성곽과 마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광, 성곽이 마을에 줄 수

성곽마을 네트워크 박 학 룡 대표 인터뷰

있는 가치를 확인했었다. 3차 모임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을을 꾸며가는 데에서 중요한
도구인 주민 협약과 경관협정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소박한 느낌의 장수마을 전경

이러한 네트워크 모임·행사를 통해 더욱더 활기찬 마을 공동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길 희망해본다.

Q.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한양도성은 조선시대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도성의 안팎을 구별하기 위해 축조

Q. 성곽마을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된 성벽으로 전체 길이가 18.6km에 이르는 도시유적이다. 이 중 상당부분이 시가지와

성곽마을 네트워크 박학룡 대표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월의

면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한양도성에 연접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가치의 공유와 공존의 방안 모색이다. 그 동안 성곽

주거지들은 대부분 1900년대 이후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자연발생적으

마을은 한양도성의 보호, 관리를 위해 철거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여 성곽 위주의

로 생겨난 마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주거지들은 상업, 업무 기능 위주의 서울 도심부

복원 및 보존계획에 따라 연접한 마을을 무분별하게 철거하고,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

에 면해있는 도심 거주 마을로, 대부분 30~4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다수 살고

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명륜  혜화지역에 있는 한양도성 성곽 주변 주거지들은 낙

있어 마을에 대한 애착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주거지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조성역

산공원의 조성을 위해 주민들을 위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철거되었다. 이러한 규제 중

사가 오래되어 역사유산으로의 가치를 지니지는 않지만 서울의 근현대 과정에서 형성

심의 관리방식으로 인하여 마을정비사업은 정체되었고, 성곽마을 일대의 노후주거지

된 다양한 형태의 주택유형과 골목길 등 우리의 근현대 주거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중

쇠퇴는 가속화되는 도시화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그 동안의 규제중심정책의 부작
용을 해결하고 한양도성과 함께 가꾸어 가야 할 중요한 생활문화유산이라는 가치와

요한 생활유산일 수 있다. 또한 성곽마을은 한양도성과 지형이 일체화된 조화로운 역
노후된 집들을 수리하는 모습

성곽마을 그 자체의 의미를 존중하여 특성 있는 주거지로 가꾸어 가도록 정책적 시각

어느 날, 장수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사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릉지형에 순응하여 자리잡은 집합주거지는 자연과

성곽마을 네트워크 박학룡 대표를

어우러져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을 바꾸려고 한다.

Q. 성곽마을사업과 성곽마을 네트워크의 추진배경은 무엇이었나요?

Q. 끝으로 커뮤니티로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만났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카페는 한양도성 낙산구간을 찾는

그동안 성곽마을은 한양도성 성곽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교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이다. 한양도성은 서울의 정체성을 느낄 수

같은 곳으로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의

류가 쉽지 않았다. 또한 성곽마을 저마다의 고민과 무수히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고 본

있게 해주는 곳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지켜야 하고 가꿔나가야 할 모두의 유산이다.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박학룡 대표의

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성곽마을 주민들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자 만

또한 한양도성의 역사를 함께해온 성곽마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문화적 역사적 자

생각이 움튼 그런 공간이다. 현재

들게 되었다. 성곽과 마을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출발점이었고, 마을과 공

원이다. 때문에 공존의 가치, 문화의 가치, 사회적 타협의 가치를 모두 생각해야 한다.

성곽마을 네트워크란 한양도성 성곽

동체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2014년에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 활동단체, 활동가들,

마을주민들은 서로 질서를 존중하고 마을을 가꾸고 재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재생사업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주체는 마을의 주민이다.

수 있기를 바란다. 한양도성의 가치와 성곽마을의 가치가 공존하며 공유되었을 때 한

현재 총 9개 권역 22개의 마을에 연락 책임자들이 있고 기존의 한양도성의 보호만을

양도성과 성곽마을은 600년 서울의 역사와 함께한 가장 서울다운 서울을 느낄 수 있

사람들의 쉼터이자 장수마을의 사랑방

주변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단체로 2014년 5월에 발족되어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성이 과거로부터 서민들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지탱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성곽마을 그 자체의 독특한 가치를 주민들,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마을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마을주민과 함께한 장수마을 사진전

해주었듯 앞으로도 마을의 삶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주민
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성곽마을네트워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고 마을과 주민들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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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한양도성 순성길

5人 5色 한양도성 해설사와의 만남
600년의 시간을 품은 한양도성은 최근에는 도심과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탐
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해설 서비스 제
공을 위해 한양도성 전문해설사가 함께 순성길을 안내하고 있다. 한양도성을 과거의 흔적이 아닌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

중구(한양도성 해설사) 김종대: 중구 주민 상시해설

해 주십시오.
Q. 어떠한 계기로 해설사가 되셨으며 선발 당시 어떤 시
험을 보죠?
히 중구 자치신문에서 해설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1차는

지인 장충체육관,성곽길 남산자유센터 등 숭례문까지 시대별로

서류전형 2차는 면접, 두달 간 이론 교육을 받았으며, 필기 시험을

얽히고 섞인 이야기가 콘텐츠와 함게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통과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코스별 실기 시험을 치러 선발됐습니다.

한양도성 남산구간(3코스)으로 광희문에서 숭례문까지
이며 다양한 여러 유형적인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이야기와 함
께 존재합니다.

Q. 해설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가 언제이십니까?
중구에서 태어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을 해설
할 때는 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해설을 들으신 분들이 추
천을 통해 다시 한양도성을 방문할 때도 보람을 느끼며 그 중에

사적 제10호로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

4구간을 완주하신 분이 제주도에서 온 조카에게 어릴 때의 추

는 59,500척(18.627㎞)의 한양도성을 탐방객들을 모시고 안내

억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

하는 분들입니다.

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함께 한 그 날도 기억이 나네요.

Q. 해설하시는 방법과 구간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
립니다.

Q. 한양도성 해설사에 지원하려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

한양도성의 축성, 성곽구조, 축조기술의 변화 및 우리 역

은 말씀과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을 구간별로 안내하며 해설합니다. 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양도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는 한양도성 제1구간인 백악구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창의문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들의 한양도

서 백악마루를 넘어 곡장과 숙정문을 지나 혜화문까지 약 4.7㎞

성 해설사 지원을 환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한양도성에 대

를 안내합니다. 여기에는 한양도성 전체 구간 중 가장 아름다운

한 유지, 보수와 홍보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함에 깊은 감사를 드

백악마루 ~ 곡장 구간이 있으며, 1.21 사태 소나무와 촛대바위

립니다. 아울러 한양도성의 중요함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

그리고 경복궁 전망이 좋은 청운대 등 볼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리고 이해시키는 해설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릴 수 있도록 보

풍부한 구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은 꼭 들러봐야 할

다 알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해설비용의 현

곳입니다.

실화, 복장의 통일,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기 보수교육, 세계
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과 남한산성 해설사와 교류 및 정보교환
등 서울시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광희문(시구문)으로 해서 벽화가 있는 골목길,성곽을 깔
고 앉은 주택, 부촌길, 우리나라 최초 체육관인 실내 스포츠 성

Q. 해
 설하시는 구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Q. 한양도성 해설사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코스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남산구간을 추천

40살이 되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우연

숨 쉬는 문화유산으로 키워가고 있는 한양도성 해설사 5인을 만나 한양도성 해설사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종로구(한양도성해설사) 이제천: 종로구 주민 상시해설

Q. 한양도성에서 추천하고 싶으신 구간이 있다면 말씀

중부녹지사업소 해설사 이백영: 한양도성 생태, 어린이프로그램

Q. 한양도성 역사와 생태 및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해주십시오.
제가 속한 중부사업소 한양도성 프로그램은 남산과 낙산
을 아울러 5개 코스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남산의 3개 코
스, 낙산의 2개 코스가 있고 코스별로 프로그램 구성이 잘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다시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초등 3년
이상의 가족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한양도성과 놀자와 같이 어
린이 대상으로 한양도성과 관련한 놀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맞게 매월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숲 해설가로 선발되어 역사와
생태 프로그램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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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로 해설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 김애자: 중국어 해설

프로그램 수업은 기본이 2시간인데 오전과 오후로 나누
어 진행합니다. 역사의 경우는 학생단체, 가족단위 위주로 한양
천도 당시의 한양도성의 입지, 축성, 시대별 수축 및 관리 등을

Q. 서
 울시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해설하시는 곳과 해설방
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비롯하여 남산과 낙산에 얽힌 역사이야기를 걸으면서 해설하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양도성과 조선시

고 상호 교감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또한 걸어가면서 현

대의 5대궁궐을 포함한 서울의 20여 개 도보관광코스에서 서울

장유적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마무리로 중요내

을 찾아오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일매일이 행복한 자원봉

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학습지를 풀어보도록 하여 입체적으로

사해설사로 문화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인데 남산 회현 자락의 백범광장 옆의 호현당에서 우

매력적입니다. 강남과 강북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목멱의 야경

어 좋아합니다. 현재 까지는 남산성곽, 낙산성곽코스만 중국손

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옛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인왕주변에

님들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성곽 코스도 중국 손

는 최근에 복원한 수성동 계곡이 있습니다. 우리 도성길라잡이

님들이 즐겨 찾는 명코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는 작년부터 서울시와 ‘달빛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
에 한양도성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연과 함께하는 해
설도 하고 있습니다. 밤의 한양도성 풍경도 아주 멋집니다.

서울KYC(도성길라잡이) 해설사 최원명: 일요정기 해설 프로그램

Q. 해설사로서의 가치와 자부심,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Q. 일요일 정기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

기본지식을 얻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도성과 놀자 프로그
램”은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아주 인기 있는 가족

을도 꽤 인기있는 명소이고, 청계천과 광장시장도 돌아볼 수 있

Q. 중국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가 언제이십니까?

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한양도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

서울KYC에서 활동하는 한양도성 해설사를 ‘도성길라잡

아서 시민들을 모으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해

선 PPT로 한양도성의 비밀을 설명하여 기본 역사지식을 이해

몇 년간 중국어권의 여러나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람

이’라고 부릅니다. 도성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에 해설하는 자원

마다 탐방객수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양도성이 점점 많

토록 합니다. 그 후 체험으로 성곽 쌓기 놀이와 사신상을 그려서

을 느낄 때는 많은 관람객들이 한국을 쇼핑하기가 편리한 나라

활동가들입니다. 도성길라잡이가 운영하는 일요정기안내는 한

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보람입니다. 그

목걸이 만들기를 하여 선물로 제공합니다. 또한 남산의 봉수대

로만 알고 왔다가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또한 2천여 년에 걸쳐

양도성을 둘러싼 내사산 즉 백악, 낙산, 목멱, 인왕을 기준으로 4

리고 한양도성을 해설하는 단체들이 늘어나는 것도, 해설활동

의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깃발놀이를 하고,

조상들의 얼이 깃든 서울을~ 우리의 도성을 조금이라도 그분들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매주 2개 구간에서 시민들에게 해설을 하

을 처음 시작한 도성길라잡이가 씨앗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

주변의 한양도성 현장답사 체험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에게 열정을 다하여 재미있게 알리려 노력했을 때 그분들이 한

고 있습니다. 1, 3주차는 백악과 목멱구간이고 2, 4주차는 낙산

다.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서울의 상징을 넘어

국이~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며 다

과 인왕 구간입니다. (각 구간별 거리는 4~8km, 시간은 3~5시간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는 그날을 상상해봅니다. 서울 하면 딱 떠

음번엔 다른 계절의 서울을 꼭 찾아오고 싶다고 말할 때가 참

소요됩니다) 도성길라잡이 안내를 한 달 동안 들으면, 한양도성

오르는 한양도성! 이런 이미지가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

뿌듯합니다.

18.6km를 순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일요 정기해설프로그램은 한

다. 자원봉사활동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

달 전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80명 모집에 3팀으로 나누어 운영

서 하는 활동입니다. 2008년부터 변함없이, 꾸준하게 한양도성

합니다. 안내신청은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작

의 역사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활동하는 서울KYC

점은 다르지만, 매주 일요일 1시 30분 한양도성의 숭례문, 창의문,

도성길라잡이들의 열정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

혜화문, 광희문에서 도성길라잡이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께 해주세요. 아울러, 한양도성이 잘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보

Q. 해설사로서의 즐거움과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직장 은퇴 후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보기 위
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째입니다. 이곳 중부사
업소 활동은 2년차인데 다른 곳과 달리 이곳에서는 연간 계획은
물론 매월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선시켜나가고 있어 해설

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

사들은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

Q. 특별히 추천할 만한 코스가 있다면 몇 군데 소개해

들이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보람과 막

주십시오.

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예약하신 분들
이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인데, 전화로 일

백악, 낙산, 목멱, 인왕 정상에서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

일이 확인하는 것도 힘들지만, 미리 오신 다른 가족들이 기다리

지는 600년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양도

게 되는 경우 마음이 아프지요. 불참 시 미리 연락해 주면 프로

성이 살아숨쉬는 문화유산인 이유는 삶의 터전인 마을과 공존

그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며 함께 변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마을의 역사를 함께

Q. 중
 국관광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한양도성 구간은
어디인가요?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 한양도성 주변에 많이 있으니 그곳
을 추천합니다. 백악은 오르는 것도 좋지만, 백악에 기대어 있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 좋아하는 도성코스는 남산성곽 코

으며 도룡뇽이 살고 있는 백사실 계곡을 찾아가는 것도 재밌습

스이고 궁궐은 경복궁은 당연이지만 그보다 더 한국적인 창덕

니다. 낙산은 나지막하지만, 넉넉한 품을 갖고 있어서 삶의 공간

궁의 아름다운 정취를 극찬한답니다. 그밖에도 이화동 벽화마

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이화마을, 장수마을 그리고 창신동이

는 문화유산의 공간이 서울 한양도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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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활동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한양도성을 세계적 기준에 맞춰 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

손 구간에 대한 연구와 발굴 등을 통해 가능한 한양도성의 원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양도성 보

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⑤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

600여 년의 역사적 층위와 시민들의 삶과 기억이 고스란

문화재청, 서울시교육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 대표와

한양도성
구축
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작년 하보존관리체계
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주

히 담겨있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가꾸어 가는 데 있어

한양도성을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반기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7월 9일 서울시의회 의

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며 ⑤ 민간단체 등의 한양

구심적 역할을 할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본

서대문구 구청장과 이화  충신  창신  교남  성북  삼선 

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장충동 마을대표,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인사와 세계 유산분

한양도성
보존관리체계 구축
결을 거친 후 7월
말에 공포되었다.
법·제도의
정비주요사항을
통합관리조직
주요내용은 ① 한양도성에 관한
심의하기
운영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도성 보존활동,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보존관리기본계획
시민참여시스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수립·시행
구축
시에서는 8월 중에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가능한 빠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2명과 위촉직 위원 18명 등 총 3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는 한양도성 보존  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시민과

로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 

함께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나아가 세계적

관리 및 활용, 한양도성 문화유산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

리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6년마다 「한양도성 보존

기준에 맞춰 잘 보존  관리하여 후세의 물려 줄 것을 다짐하

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손으로 한양도성을

원칙 시민이나 한양도성
설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한양도성
③ 현행 보존·관리
문화재보호법
단체, 도성보호관리구역의
주변 지역 주민들을

였다.

세계유산으로 가꾸어가는 데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게된다.

령에 의해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 환경보전지

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이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
장(동국대학교 교수)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의회 의원,

를 정비
신설하고, 분과위원회로서
자문위원회」와 「한양시민참여시스템
른 시일에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법·제도의
통합관리조직 「한양도성
보존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성 행정협의회」를운영
두며, ②한양도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 는구축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새로운 규제나 행위제한
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존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가 마련되는 만큼 동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보호구역을
세계유산협약에
유산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한양도성
보존·관리
원칙
한양도성따라
보호관리구역의
설정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리하며 ④ 멸실·훼
민간활동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민간활동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보존관리기본계획 수립

보존관리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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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양도성 박물관 상반기 기획전
창의문과 사람들

창의문

인조반정 때였다. 홍제원에 집결한 반정군은 인적이 드문 홍

‘장의문(藏義門)’ 또는 ‘자하문(紫霞門)’으로도 불렸던 창의

제천을 따라 진격하여 창의문을 통해 도성에 진입하였다. 반

문은 1396년(태조 5) 한양도성과 함께 지어졌다. 이후 1741

정군은 창의문의 빗장을 부수고 사찰 나온 선전관을 벤 후, 곧

년(영조 17)에 육축과 문루 전체가 개축된 이래로 그 원형을

바로 육조 앞길을 지나 창덕궁을 점령함으로써 거사에 성공

유지해오고 있다. 홍예문이 있는 육축은 내외 폭 7.5m, 높이

하였다.

6.0m이다. 안쪽 홍예문은 높이 4.5m, 폭 4.5m이다. 바깥쪽 홍

조선시대에 창의문과 그 주변의 경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

예문은 조금 작은데, 2짝 여닫이 성문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은 것은 18세기 이후 도성 방위체제의 정비였다. 양란을 겪은

홍예 안쪽 천장은 목재 장널로 평지붕을 만들고 운봉문(雲鳳

조정은 유사시 도성을 버리고 피란하는 전략이 왕의 안전을 보

紋)을 장식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인 문루는 정칸이 5.2m

장하지도 못하면서 민심만 동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최고(最古)의 도성문, 창의문

이고, 협칸이 2.6m이다. 정칸이 협칸보다 넓은 것은 하부 홍예

한 경제가 회복되고 서울 인구가 급증하면서 물적 기반인 도성

창의문(彰義門)은 한양도성의 오른쪽 어깨에 해당하는 서

의 폭 보다는 넓게 만들기 위함이다. 문루 구조는 이평주오량

을 잃고 도성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권력기반을 안정시킬 수

북, 즉 백악(白岳)과 인왕산(仁王山) 사이 고갯마루를 지키는 문

가(二平柱五梁家)이고, 공포는 출목 없는 이익공 형식이다. 지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래서 왕은 어떤 경우에도 도성을

이다. 숭례문 문루가 불타버려 복원된 현재, 가장 오래된 문루

붕은 우진각에 겹처마이다. 단층 문루를 가진 도성문은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였다. 그 상징적인 조

를 가진 최고의 도성문이다. 문루를 떠받치는 육축(陸築)에 난,

이러한 크기와 형식을 갖고 있다. 현판 글은 당대 명필 조명교

치가 바로 도성 방위체제 정비였다.

반쯤 둥근 홍예문(虹霓門)과 단층 문루는 도성문의 전형이라

(曺命敎)(1687〜1753)가 썼다.

박 상 빈 |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숙종 대에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도성 방위체제 정

할 만하다. 소의문(昭義門)과 혜화문(惠化門)도 창의문을 본떠

비는 북한산성 축성(1711년), 평창(平倉) 설치(1712년), 탕춘대

서 중건하였다. 인조반정, 영조의 개축, 창의문을 드나든 사람

성 축성(1718년), 총융청 이전(1747년), 창의문 중건(1741년)

들, 1.21 사태 등 창의문과 관련된 이야깃거리도 풍부하다.

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창의문은 옛 위용을 되찾게 되
었고, 창의문 바깥 지역은 총융청의 기지가 되었다. 인구도 18
세기 중반에는 조지서계(造紙署契)와 경리청계(經理廳契), 선혜
청계(宣惠廳契)가 들어설 정도로 늘었다.
당시 창의문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도성문과는 조
금 달랐다. 도성의 다른 문들은 일반 백성들과 물품을 나르던

전시기간 : 2015.5.29.(금)~8.30(일) 09:00~19:00
장

창의문 정면 실측도│『서울 한양도성 창의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2014년

소 : 한양도성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총융청과 평창의 관원들, 군인들, 장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창의문 밖 사람들

임금도 기우제를 지내거나 연융대(練戎臺)에서 시사(試射) 등

조선 전기 창의문 밖은 한적하였다. ‘창의문이 경복궁을 누

군사훈련을 사열하러 드나들었다.

르는 형국이니, 사람의 자취를 통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또한 창의문 밖은 경승지(景勝地)였기에 양반들도 즐겨 찾

술사(術士)들의 주장에 따라 줄곧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축성

았다. 서로 이웃한 세검정(洗劍亭)과 석경루(石瓊樓)를 찾은 문객

등과 같은 국가적 공역이 있을 때에만 잠시 개방된 창의문 밖에

들은 삼각산과 백악, 정자 앞을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의 위용을

는 민가도 많지 않았다. 그나마 연산군 때에는 근처에 사는 사

바라보며 많은 글들을 남겼다. 이긍익(李肯翊)은 『연려실기술(燃

람들을 죄다 쫓아낸 뒤 탕춘대 자리에 이궁을 짓기도 하였다.

藜室記述)』에서 “도성 밖에 놀 만한 곳은 창의문 밖 장의사 앞 시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창의문이 화려하게 재등장한 것은
〈창의문彰義門〉《장동팔경첩 壯洞八景帖》
정선鄭敾│1754년│33.7×29.5│국립중앙박물관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반면에 창의문은 일반인들보다는

내가 가장 좋다. …물은 맑고 돌은 희어 선경과 흡사하니,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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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벼슬아치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적을 정도로 풍광이 빼

창의문의 미래

끌어들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창의문이 한양도

어나기로 유명했다. 정약용(丁若鏞)도 ‘유세검정기(遊洗劍亭記)’

1993년에 와서야 창의문은 우리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

성의 문다운 문으로 재탄생하여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연

에서 세검정에 올라 소나기가 쏟아질 때 마치 암수의 고래가

다. 하지만 옛 경관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근래 인간

물을 뿜어내는 듯한 폭포 보는 것을 절경으로 꼽았다.

의 편익 증진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해왔던 개발 지상주의

농사 지을만한 땅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창의문 밖 주민

를 반성하는 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간의 삶

들은 주로 옷감을 쪄서 햇볕에 말리는 포백업(曝白業)과 메주

은 자연과 공존하면서 역사와 함께할 때 더 풍요로워진다. 최

를 담가 파는 훈조업(燻造業)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순조 때

근 정부와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지어진 『한경지략(漢京識略)』에는 “세검정 탕춘대 옆에 민가

창의문 앞 고가도로 포장모습│1969년│서울시정사진

많은 동네를 굽어보며 당당히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자연과 역사를 시민의 삶 안에

수백 호가 제지업으로 살고 있다.”고 기록할 정도로 제지업
종사자도 많이 살았다. 당시 이 일대에서 생산된 종이는 품질

획’으로 이어졌다. 이 계획에 따라 효자로(현 창의문길)가 크게

이 좋기로 유명하였다.

확장되었고, 창의문 앞을 지나는 북악-인왕산 스카이웨이(1968

【한양도성박물관】

이러한 생활방식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 신영동에

〜1969년)가 건설되면서 창의문 주변 경관은 크게 훼손되었다.

는 200여 명의 제지업 종사자들이 모여 살았다. 경성부 내에

심지어 도성 성곽 일부가 잘려나갔다. 게다가 백악과 인왕산에

흥인지문에서 동대문성곽공원 내 도성 탐방로를 따라 가

어지는 것이 한양도성박물관 관람의 묘미일 것이다. 다시 4존

서 판매되는 조선산 포목은 전부 홍제천변과 성북천변에서 표

군사시설이 들어서고 철조망이 돌려지면서 창의문과 한양도성

다 보면 2014년 7월 31일 서울디자인지원센터(구 동대문 이

에서 되돌아 나와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가면, 1층 기

백한 것들이었다. 1941년 신영동 종이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대병원) 1〜3층에 개관한 한양도성박물관 입구를 마주하게

획전시실의 특별전을 관람하거나 2층 도성정보센터에서 한

서 세검정이 소실되기도 했다. 또한 창의문 밖은 서울 근교의

된다. 성벽을 뒤로 한 채 계단을 오르면 3층 상설전시실로 바

양도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한양도

대표적 과수 재배지였다. 이곳의 능금은 경림금京林檎이라

로 입장할 수 있다. 180평이 채 안 되는 아담한 상설전시실은

성박물관에서는 미디어아트, 순성 영상, 유물, 패널, 모형, 정보

하여 조선 제일로 쳤다.

1존 한양도성 미디어아트, 2존 순성체험, 3존 도성의 역사, 4

검색대 등 다양한 전시 매체를 통해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

존 세계문화유산의 4개의 존으로 나뉘어져 관람객들이 전시

를 확인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

실을 지날 때마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3층 상설전시 관람을 마치고 출구를 나서면 낙산구간 성
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상설전시실에서 낙산구간으로 바로 이

〈연융대도鍊戎臺圖〉《동국여도東國輿圖》
19세기 전반│47.0×68.0│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1 사태와 창의문
1968년 1월 21일에 발생한 북한 무장 게릴라 31명의 청와
대 기습사건인 1·21 사태는 창의문 주변 경관을 크게 바꾸어 놓
았다. 불거진 전쟁에 대한 공포는 서울 방어를 위한 ‘요새화 계

현재 창의문│2015년│최인호

한양도성박물관

3존 한양도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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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은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Sungnyemun was the main way into the capital.

한양도성의
성문(城門)과 문루(門樓)

도성도 (조선강역총도)-17세기 말기

한

양도성의 성문과 문루는 조축 당시에는 사대문(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의문)과 사소문(창

의문, 혜화문, 광희문, 소의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식민지시기,
한국전쟁의
피해, 이후생계를
급격한 도
도성을 지키던
병사들과
그의 가족들은
꾸려나가기 위해 시장

시화를 겪으며 현재에는 6개의 성문(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창의문, 혜화문, 광희문)이 남아있다. 한양
Open markets were formed to provide a living for the soldiers guarding
도성에는 돌로 된 홍예문(虹霓門) 형태의 성문 위에 누각(樓閣)이 있는데, 이를 문루(門樓)라 한다. 한양도성
Chilpae Market was established near Sungnyemun and grew into Nam
의 성문과 문루는 조선시대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유교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축
물이다. 태조는 1396년 성벽을 축성한 후 성문과 문루를 만들기 시작했다. 동서남북 방향에 4개의 대문(사
대문)과 대문 사이에 4개의 소문이 축조됨으로서 수도와 지방간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양도성의
성곽이 수도와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었다면, 성문과 문루는 수도와 지방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했다. 백성들은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에 맞춰 하루를 살아갔고 성문과 연결된 길은 팔도로 가
는 대동맥이었다.

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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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벽과 성문 City Walls and Gates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서울의 상징이다. 2008년 불의의 화재로 일부 훼손되었지만 꾸준한 연구와 복구 사업으로 2013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Sungnyemun is both the main gate in the Seoul City Wall and a symbol of Seoul.
Part of the gate was damaged in a 2008 fire but was restored to its original look in 2013 after a concerted research and restoration project.

숭례문

창의문

남산 정상에서 이어지는 남산 회현자락을 지나 최근 복원된 성곽공원길을 따라 내려오면

창의문은 사소문의 하나로 서북방향에 위치하며 북소문(北小門) 또는 자하문(紫霞門)으로

한양도성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을 만날 수 있다. 바로 한양을 대표했던 성문, 숭례문(崇禮門)

도 불린다. 1396년(태조5)에 축조되었으며 숙정문과 함께 북쪽 지역(양주, 고양 방면)으로 통하

이다. 숭례문은 현재 국보 제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1396년(태조5) 10월에 상량하여

는 문이었으나 1416년(태종16) 풍수사상에 의해서 폐쇄되어 통행이 금지되었다가 1506년(중

1398년(태조7) 2월에 완공되었다. 1448년(세종30)에 기존 문루와 석축을 완전히 들어내고 지

종1)에 다시 문을 열어 통행이 가능해졌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임진왜란(1592-1598)을 겪

대를 높여 재축하였고 그 후 30여 년이 지난 1479년(성종10)에 다시 개축되었다. 한양도성의

으면서 문루가 불타 없어졌으나 1741년(영조17)에 복원되었다. 복원이 이루어질 당시 문루에

남쪽에 있어 남대문(南大門)으로 불렸다. 숭례문은 사신들이 드나들었던 외교 통로이자 서울의

는 인조반정(仁祖反正) 공신들의 이름을 판에 새겨 걸어놓았다.

관문으로 조선시대 중층문루 목조건축양식을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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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문

혜화문

백악으로 정상부에서 동쪽 방향으로 성곽을 따라 가다보면 한양도성의 북문을 만나게 되

낙산의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성곽을 따라 내려오면 낙산공원의 끝자락에 혜화문(惠化門)

는데, 바로 숙정문(肅靖門)이다. 숙정문의 본래 명칭은 ‘숙청문(肅淸門)’이었으며 1396년(태조5)

이 있다. 혜화문은 북쪽의 숙정문과 동쪽 흥인지문 사이에 위치한 소문으로 1396년(태조5)에

에 축조되었다. 주로 북쪽 지역(양주와 고양 등)으로 왕래하는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1413년 이

축조되었다. 혜화문의 본래 명칭은 홍화문(弘化門)이었으나, 창경궁의 동문(東門)인 홍화문과 구

후 풍수사상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닫아 두었다. 지리적으로 험준한 산악지형에 위치하

별하기 위해 1511년(중종6)에 혜화문(惠化門)으로 개칭하였다. 혜화문은 소문이지만 북대문인

고 평상시에는 폐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성문에 비해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었다.

숙정문이 닫혀있어 북쪽 지역(양주, 포천)으로 통하는 주요 출구로 이용되었다. 1744년(영조20)
에 없어진 문루를 개축하고 현판을 새로 달았다. 그러나 식민지시기에 철거되었고 1994년 본
래의 위치로부터 북서쪽으로 옮겨져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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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광희문

흥인지문(興仁之門)은 한양도성의 사대문 중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으로 동대문(東大門)

광희문(光熙門)은 사소문 중 동남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문으로 1396년(태조5)에 축조되었

이라고도 불렸다. 현재 보물 제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양도성의 성문 중에 유일하게

다. 광희문은 속칭 수구문(水口門)으로도 불렸다. 수구문이라는 속칭은 도성 안의 주민이 죽으

적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반원모양으로 쌓은 옹성(甕城)이 있다. 1396년(태조5)에 창

면 그 시체를 이 문을 통해 신당동, 왕십리, 금호동 쪽에 매장하여 시구문(屍口門)이라 한 데서

건된 흥인지문은 1451년(문종1)과 1453년(단종1)에 일부 보수되었고, 그 후 400여 년이 지난

유래하였다. 1719년(숙종45)에 전란으로 파손되었던 문루를 중건하였으며, 광희문이라는 현판

1868년(고종5)에 개축되었다.

을 달았다. 1915년에 문루가 붕괴되어 홍예만 남아있던 것을 1976년 도로를 확장하면서 본래
의 위치로부터 남쪽으로 옮겨 성문과 문루를 함께 복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