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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내일의 서울을 생각하며
이 존 희 |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덕수궁

“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하고, 망아지는 제주로

를 내려다보면 온 세상이 내 품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낀

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은 점차 세계적 국제도시

보낸다” 는 교훈적 진리

다. 인생도 마찬가지, 청운의 뜻을 굳게 품고 비장한 각오를 다

로 변하여 가기 때문이다. 단일민족의 전통도 점차 희석되어

서울 한양 도성은 18Km에 달한다. 도성으로 둘러 쌓인

예부터 항간에 떠돌던 자연스러운 이야기이다. 아들의

짐하면서 서울(한양)에 올라온 청년들이 과거시험에 합격, 장

가지 않는가. 지금은 어느 산골마을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이

현행 수도는 세계에 그 유례가 거의 없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

출세를 위해서는 서울 한양에서 키워야 한다는 첫 번째 진리

원급제의 영광을 차지한다면 그것이 곧 인생의 목표이고, 화

당일로 서울 나들이가 가능해졌다. KTX 고속열차, 버스, 자동

하는 런던, 파리, 로마, 베이징, 도쿄, 모스코바에도 도성이 보

의 표현이다. 서울 한양은 우리의 심장부이고 꿈의 고향이었

려한 출세 길이 된다. 서울, 그곳에 가면 국왕의 서기가 비추

차 등의 혁명적 교통수단 때문이다.

이지 않는다. 서울 도성, 이 얼마나 큰 조상의 값진 문화유산인

다. 공부하고 경쟁하고 시험보고 출세하는 길이 모두 서울에

고, 온 세상 사람들의 귀와 눈이 집중되어 있으며, 장원급제의

청운의 꿈을 안고 남태령을 넘고, 살곶이 다리를 건너야

가. 당시 한양은 인구 5만 명에 불과했으나 도성축조에 전국에

모여 있어서 서울생활이 아니고서는 출세하기가 어려웠기 때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의 무대이다. 그러므로 대대로 서울

했던 옛 조상들의 혼과 넋은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위

서 동원된 인원이 20만 명이나 되었고, 공사 도중 6백여 명의

문이다.

한양에서 살아온 토박이 서울사람들은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로를 받게 될까. 세월의 덧없음을 탓하고 있을 것이다. ‘상전벽해

사상자까지 발생하였으니, 선조들의 노고에 더욱 숙연해질 뿐

있었다.

(桑田碧海)’란 바로 오늘의 서울 한양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이다. 서울에는 도성뿐만 아니라,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이 있

서울은 나라의 대표성을 지닌 상징도시이면서 실제로 생

깨끗한 서울, 질서 잡힌 서울을 후손에게

활현장에서 중추신경 역할도 한다. 서울 한양은 예나 지금이

일본 수도 도쿄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자란 도쿄 토

21세기를 살고 있는 서울시민 모두는 지금 과거와 현재

다. 전국에 산성, 읍성, 나성, 옹성 등의 성곽이 지역 방위목적

나 정치의 중심지이고 사회, 경제, 국방, 외교, 문화의 거점 도

박이를 ‘에도꼬(江戶子)’ 라고 한다. 뉴욕에는 ‘뉴요커(New

그리고 미래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실천 자세가 중

으로 여러 곳이 축조되었다. 양성지가 이를 지칭하여 ‘우리나

시이다. 모든 정보는 서울이 출발지이고 종착역이었다. 서울

yorker)’가 있고, 서울에는 순수 토박이 ‘서울내기’, ‘서울깍쟁

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오늘의 과제와 해야 할 일을 놓치면

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록상으로는 조선 초

에서 중요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가 있었으니, 이들은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했

곧 후회로 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니, 우리 앞에 놓인 책무

기 우리나라에 남았던 성곽이 759개소로 나타난다. 도성은 왕

다. 그러나 서울토박이는 이제 그 ‘서울다움’의 순수성을 고스

가 실로 막중하지 않은가.

궁이 존재하는 수도에 궁궐을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한 것인

우리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 시야를 넓혀 멀리 아래

2015 Vol.4

수성에 고마워한다. 거창한 홍보활동보다 조그마한 순간행동

스스로 몸 둘 바를 몰랐다. 공중도덕과 생활예절과 관련해서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시민 모두가 서울의 이미지

실로 뼈아픈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를 높이는 데 앞장 서기 바란다.

한양도성 백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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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경험담이 있다. 어느 선

필자가 수년 전 실제로 경험한 예를 소개코자 한다. 외국

진 외국의 도시에서 나는 어떤 가정집의 지인을 찾으려고 택

에서 우리 동포의 순간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별로 대수

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 집 번지와 문패이름을 확인할 때

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파장은 큰 것이었다. 일본 규

까지 골목길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니다가 마침내 그 사람과

슈 어느 대형매장에서의 일이다. 나는 그 곳에서 볼펜과 수첩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택시 요금도 감액해주었다. 이유인

을 들고 계산대로 나오려는데 옆줄 계산대에서 주위 사람들에

즉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직선거리 길을 놓쳐서 우회하였

게 욕먹고 심하게 망신당하는 어떤 중년 부인을 보았다. 한국

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도 나는 그 택시기사를 잊을 수 없다.

인 관광객이었다. 그녀가 순서를 어기고 앞줄로 끼어들다가

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외국에서 경험한 반대의 경우와 비교

그 뒷줄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객들로부터 야유와 폭언을 감

하게 된다. 이 상반되는 두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

수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안정된 사회질

아 우리의 서울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지혜

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에 문제이다. 이

가 필요한 때이다. 후손에게 인상 깊고 멋진 서울을 넘겨주어

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겪는 일이다. 꼭 시정되어야 할

야 한다.

내용이다. 또, 규슈의 한 박물관 견학을 하던 교복 입은 여중생
데, 고조선의 평양성, 삼국시대의 황성과 고려시대 송악 그리

서는 스스로 내가 앞장서야 하는 수밖에 없다.

들이 견학태도가 좋지 못하다 하여 퇴장당하는 현장 역시 깊

고 조선왕조 한양 등이다. 이렇듯 도성이 지닌 역사성은 특별

먼저, 줄서기 실천이 중요하다. 전철 승하차장 질서, 전철

이 생각해야 할 교육적 문제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한국에서

한 것이고 그 가치 또한 남다른 것이다. 어디 도성뿐인가. 그

및 버스 안에서의 스마트폰 예절, 은행창구, 병원예약 접수창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온 중학교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나

도성 내에는 5대 왕궁과 4소문, 종묘와 사직 터가 조선왕조 초

구, 마트 계산대, 빌딩 회전문 출입, 자동차 운전 중 틈새끼어

기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으며 환구단, 성공회, 명동성당 등

들기, 양보운전, 운동경기장 출입 시 질서 지키기 등이 대표적

의 근대 서구건축물도 문화유산으로 남아 서울의 역사적 가치

인 예이다. 실천이 그리 힘든 일은 아니다. 시민 모두가 합심한

를 높이고 있다. 서울은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서울을 찾는

다면 단 시일 내에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어느 중년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연 천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대부

서울의 자연과 역사를 탐방하고 감상하다가 시간개념조차 상

분 관광목적의 외국인들이라고 하니 우리는 더욱 이들을 친절

실할 뻔 했다는 체험담에 흐뭇해하면서도 그의 충고도 기다려

히 맞아주고 잘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은 낯선 한국 땅

진다.

에 와서 고궁을 찾고 자연을 감상하며 역사유적지를 탐방하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 역사

면서 우리의 문화수준을 평가한다. 그리고 오늘의 서울, 현재

의 향기 그윽한 역사도시 서울, 미래의 후손들이 더욱 소중하

의 대한민국을 해부한다. 이처럼 좋은 기회에 우리는 각자 사

게 여길 서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울은 다시 태어나야 한

명감을 갖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May

다. 친절한 시민의식이 살아 숨 쉬는 도시, 깨끗한 인상을 주는

I help you?’ 주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튀어 나와야

포근한 도시, 명랑하고 웃음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 질서가 있

하는 말이다. 영어 잘 못해도 좋다. 중국어, 일본어 서툴러도

고 예절이 있는 도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는 시민

괜찮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한국어나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

이 많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런 행동을 더 좋아하고 순
북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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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의사사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의 관서였다. 그

었다. 국토를 상징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국가 자체를 상징하

곳에서 공식 문서를 통해 올린 위 글은 그 어느 개인의 글보다도

기도 하였다. 사직은 서울을 품고 있는 오른팔인 인왕산 끝자락

더 무거운 비중을 갖는 것이요, 새 임금의 과업을 잘 정리한 것

에 안겨 있다. 원래 사직도 잘 생긴 나무로 구성된 신성한 숲속에

이었다. 그런 글에서 새 나라를 열고 새 수도를 정하여 도시를 가

안겨 있었다. 지금은 숲은 사라지고 제단은 공원이 된 공간 한가

꾸는 데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시설로 종묘와 궁궐과 사직을 꼽

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앞으로는 큰 길이 뚫려 소란스러운 분위

은 것이다.

기다.

그 가운데서도 첫째로 꼽은 것이 종묘다. 종묘는 역대 임금

서울의 실질적인 핵심은 궁궐이었다. 궁궐이란 임금이 사

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일차적으로는 왕실의 사당이

는 곳을 가리킨다. 서울은 궁궐이 있기에 서울이 될 수 있었다.

지만, 실제로는 국가 전체의 사당이었다. 왕실만이 아니라 관원

다시 말하자면 궁궐이 있기에 서울은 임금이 기거하며 활동하

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가의 공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다.

는 도시 왕도가 되고, 전국의 정치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인 수

종묘는 서울의 왼쪽 가슴인 응봉 자락이 길게 뻗어 내리는
끝 부분에 안기게 배치하였다. 서울의 한복판을 차지한 것이다.
경복궁 전경

왕도의 핵심 수도의 얼굴

른 도시에는 없는 특별한 인물이 거주하였다. 임금이다. 그렇기

경의 기풍을 높이는 곳이요, 궁궐은 임금의 존엄을 과시하고 정

에 서울은 다른 어느 도시와도 비교되지 않는 높은 곳이었다. 서

령(政令)을 내는 곳이며, 성곽(城郭)은 안팎을 엄하게 구별하고

울은 수도(首都)였다. 수도 서울에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특별한

나라를 공고히 하려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라를 가진

건조물 셋이 있었다. 종묘와 궁궐과 도성이 그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천명(天

조선이 건국된 지 3년이 되는 태조 3년 11월 3일 도평의사

命)을 받아 국통(國統)을 여시고 여망을 부응하고 따라 한양에

사에서 태조 임금에게 공식 문서를 올렸다. 원문의 뜻을 좀더 명

도읍을 정하였으니, 만세에 한없는 왕업의 기초는 실로 여기에

확하게 하기 위하여 몇 단어를 보태어 의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1)

1) 『태조실록』 권 6, 태조 3년 11월 3일(기해)
都評議使司狀申 寢廟所以奉祖宗而崇孝敬 宮闕所以示尊嚴而出政令 城郭所以嚴內外而固邦國 此皆有國家者所當先也 恭惟殿下 受命啓統 俯從輿望
以定都于漢陽 萬世無疆之業 實基於此

소였다고 할 수 있다.
태조 연간에 종묘를 응봉 자락에 배치한 데 대하여 첫 궁궐

들이 포근하게 안겨 있다. 종묘는 임금이 가서 엎드려 절하는 곳

경복궁은 서울의 오른편 가슴인 백악에 안기게 배치하였다. 경

이었다. 임금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였다.

복궁은 으뜸가는 궁궐, 법궁(法宮)으로서 반듯한 배치로 정연한

종묘와 짝을 이루는 시설물이 사직(社稷)이다. 사직은 국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두 번째 궁궐은 태종 연간에 응봉 자락 종

토의 신–국사지신(國社之神)과 곡식의 신–국직지신(國稷之神)

묘 서북에 지은 창덕궁이다. 세 번째가 성종대에 창덕궁의 동쪽

을 모시는 제단이다. 사직은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제단이

으로 잇대어 지은 창경궁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함께 하나의

1. 서울을 서울로 만드는 건조물 셋
“종묘는 조종(祖宗)의 신주를 봉안하여 백성들의 효성과 공

도가 될 수 있었다. 궁궐은 서울을 서울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

그윽한 숲 속에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 그리고 부속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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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로 인식되어 법궁에 버금가는 궁궐, 이궁(離宮)으로 쓰였다.

도성이라는 말의 가장 좁은 의미는 내사산을 따라 쌓은 성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손에 궁궐은 모두 불탔다. 광해군대

곽이다. 다음으로는 그 성곽으로 둘러싸인 구역–‘성 안’을 가리

도성은 주산(主山)인 북쪽의 백악산(白岳山)에서 시작하여

도성문을 흔히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에 경복궁은 버려두고 창덕궁 창경궁을 다시 짓고, 거기에 더하

킨다. 요즈음 흔히 쓰는 말로 ‘사대문 안’이나, ‘사대문 안’이라는

시계방향으로 좌청룡(左靑龍)인 동쪽의 타락산(駝酪山)–안산(案

과연 그런가? 믿을 만한 옛 자료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살

여 경덕궁(慶德宮)도 지었다. 그 이후 창덕궁 창경궁이 법궁, 경

말은 정확치 않다. ‘성 안’, 혹은 ‘문 안’이 더 적확하다. 도성은 가

山)인 남쪽의 목멱산(木覓山)–우백호(右白虎)인 서쪽의 인왕산

펴보자.

덕궁이 이궁으로 쓰였다. 경덕궁은 영조대에 경희궁(慶熙宮)으

장 넓은 의미로는 서울 전체를 가리킨다. 그 범위는 도성의 밖

(仁王山)으로 이어지는 내사산(內四山)의 능선을 따라 쌓았다. 그

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종 초년에 경복궁을 중건(重建)하였다.

일정 구역, 다시 말해서 남동으로는 한강변까지, 북으로는 북한

총 연장은 18.627㎞이다.

그러면서 자연히 법궁이 되었고, 창덕궁 창경궁이 이궁으로 인

산 자락까지, 동으로는 짧게는 중량천변까지, 멀게는 아차산 자

정확히 말하자면, 능선의 최고점을 따라 쌓은 것이 아니라

식되었다. 경희궁은 궁궐의 기능이 종식되었다.

락까지, 곧 성저십리(城底十里)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도성은 서

바깥쪽 경사면으로 조금 내려 쌓았다. 방어에 유리하게 하기 위

울이다.

해서였다. 도성은 석성이다. 맨 밑부분에는 장대석을 쌓고 그 위

이에 비해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 에도 도성의 문이 여

고종 연간 일제를 첨병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의

가. 대문과 소문

태조실록 1396(태조 5)년 9월 24일 기사에는 도성의 문
이 여덟 개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흥인문이 동대문, 숭례문
이 남대문이라 하여 두 문만 대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소문은
홍화문과 소덕문만이 각각 동소문, 서소문이라고 불렸다.

와중에서 궁궐도 수난을 당하였다. 1895년 일본인들이 명성왕

도성을 쌓은 표면적 목적은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적 방어

에 돌로 체성(體城)을 쌓았다. 체성 뒤편에는 잡석으로 뒤채움을

덟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은 같으나, 흥인문, 숭례문을 대문이라

후를 살해하자,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시설이다. ‘고방국(固邦國)’–나라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하고, 그 뒤로는 판축을 한 부분도 있다. 체성 위에 추가로 여장

고 한다는 내용은 빠지고 홍화문을 동소문, 소덕문을 서소문이

그러면서 러시아 공사관 인근, 미국 영국 프랑스 공사관이 있는

이다. 하지만 한양도성에서 전투를 치른 적이 거의 없다. 병자호

(女牆, 성가퀴)을 만들고, 총안(銃眼)을 내었다.

라고 한다고 두 소문에 대해서만 기록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

정동에 경운궁을 짓고 1897년 그 곳으로 환궁하여 대한제국을

란이나 임진왜란 당시에도 도성을 방어진지로 삼아 전투를 치

성돌은 쌓은 시기에 따라 돌의 재질과 크기, 다듬은 모양이

선포하였다. 경운궁은 이후 10년 동안 대한제국의 유일한 궁궐

른 바가 없다. 도성은 국가 내부의 반란 등에 대비해 조정과 왕

서로 다르다. 맨 처음 태조 연간에 쌓은 돌들은 자연석을 거의 다

로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

듬지 않은 채 쌓아서 각 돌의 크기가 크고 거칠다. 세종 때 성을

이 두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대문 소문의 구별은 있었으나,

적도 실제적으로 발휘된 바는 거의 없었다.

고치면서 새로 쌓은 돌들은 크기가 한 변이 약 15~20㎝ 정도로

오늘날 흔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대문(四大門)과 사소문(四小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궁궐은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는 좀더 엄격한 서술 원칙을 지켜 속칭이나 별명을 싣는 것을 절제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될 뿐 왜 그런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난을 당하였다. 일제는 이런저런 빌미를 만들어 궁궐 전각들

도성은 좁은 의미의 서울의 경계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

작으며, 모서리를 둥글게 궁굴렸다. 세종 때 돌들은 대체로 검게

門)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대문이라는 용어는

을 헐어 없애고 남아 있는 것들조차 시야에서 가리도록 궁궐 앞

한 시설이었다. 실질적으로 서울의 경계를 형성하는 내사산이

변색이 되었다. 따라서 성벽 전체의 느낌이 고색이 나면서 부드

실록이나 법전에서 찾아볼 수는 있으나 네 대문에 해당하는 것

에 건물을 지었다. 궁궐은 그렇게 왕조와 함께 사라졌지만 아직

라는 자연 지형에 인공적으로 경계선을 추가한 것이었다. 경계

럽다.

이 어떤 문인지 밝힌 경우는 거의 없다.

도 그 터와 주요 건물들은 남아 있다. 궁궐은 궁성(宮城)으로 둘

를 구획함으로써 성 안의 치안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였다. 낮에

숙종 연간에 도성을 크게 고쳤는데, 이 때 쌓은 돌들은 네

남대문, 동대문 외에 “서대문”이나 “북대문”이 있는가? 아

러싸여 있다. 궁성이 궁궐을 감싸고 있는 씨앗의 껍질–속껍질이

도 성 안과 밖을 가르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특히

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크며, 면을 평면으로, 변을 직선으로 다듬

무리 찾아보아도 옛 자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정서 방향

라면, 서울이라는 과일 전체를 감싸 보호하고 있는 겉껍질이 도

밤에는 성 문을 닫아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시설이 되었다.

었다. 돌들을 수평으로 선을 맞추지 않고 높고 낮게 쌓으면서 모

에 있는 문을 태조실록 에는 돈의문이라고 하였다. 1413(태종

도성은 관념적으로 성의 안과 밖을 가르는 분계선으로서

서리를 깎아서 귀를 맞추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매우 규격적

13)년에는 상왕 정종의 거처인 인덕궁(仁德宮) 앞에 새로 서전

성 안을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받는

이다. 숙종대 이후에도 계속 수축을 하였는데, 그 때 쌓은 부분은

문(西箭門)을 냈다.2) 그러다가 1422(세종 4)년 도성을 새로 고칠

대상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성 안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

대체로 숙종대 돌보다 큰 편이다.

때에 다시 서전문을 막고 돈의문을 설치하였다.3) 새로 지은 돈

성(都城)이다.

람들이었다. ‘성안 분’들과 ‘성밖 것’들은 도성으로 구별되었다.

의문을 새 문[新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도성은 임금이 계신 왕도이자 수도를 드러내는 표상이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돈의문은 속칭으로라도 서대문으로

다. 도성 밖의 사람들, 팔도의 인민들에게 도성은 서울의 얼굴

는 불렀다는 기사는 전혀 없지는 않으나 거의 의미를 두기 어려

이었다. 시골 사람들이 ‘서울 구경’ 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도
성이었다. 도성은 매우 강한 인상을 주는 기념물이었다. 도성
은 서울 사람들만의 것, 한성부만의 시설물이 아니라 백성 전
체의 노역으로 건설된 전 국민의 것이었다.
목멱구간 전경

2) 『태종실록』 권 25, 태종 13년(1413 계사) 6월 19일(병인)
開西箭門 風水學生崔揚善上書曰 以地理考之 國都藏義洞門與觀光坊東嶺路 乃景福宮左右臂也 乞勿開路 以完地脈 從之 命政府開新門於城西 以便
往來 政府相之 或言 安城君李叔蕃家前有舊路爲宜 叔蕃言 仁德宮前有小洞 可開路置門 政府從之 憚叔蕃也 命以各司奴 栽松于藏義洞
3) 『세종실록』 권 15, 세종 4년(1422 임인) 2월 23일(경술)
都城之役畢 … 塞西箭門 置敦義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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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성이나 북한산성, 남한산성에 대한 기록에는 암문의 수효

중반 도성을 복원한다고 공사를 하면서 암문에 대해서 세심하

네 정문[숭례문, 흥인문, 혜화문, 돈의문]에는 호군과 부장

가 나오고, 도면에 그 위치까지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유독 도성

게 조사하고 살려내지 못한 탓이 크다. 그렇지만 지금 도성에 온

각 한 사람이 입직한다. … 네 간문[창의문, 숙정문, 소의문, 광희

의 암문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한 기록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암문으로 보아야 할 곳, 실제로 암문 노릇

문]에는 부장 각 두 사람, 목멱산 봉수와 오간수문에는 부장 각

그 까닭은 우선 도성을 산성으로 보지 않았기에 군사적인 시각

을 하는 문들이 몇 군데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입직한다.

에서만 다루지 않았던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도성은 넓어서 청나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혜화문이 정문에 포함되었고,

라 사신들에게 쉽게 관찰되는 터에 굳이 암문에 대해서 밝힐 필

다. 정문과 간문

숙정문이 간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문과 간문은 관

요가 없어서 기록을 자제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다.

한양도성에 문이 모두 몇 군데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념적인 분류가 아니라 실제 출입하는 사람들의 수효 등 현실적

그러한 가운데 1748(영조 24)년 4월 25일자 승정원일기

대문과 소문이 도성문을 구별하는 등급이기는 하였으나, 모든

인 관리의 중요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의 기록이 주목된다. 이때 청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일기에 쓰려

문을 포괄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서 공식적으로 여덟 문을 대상

도성과 그 문들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때가

고 하니 도성의 성문 및 이름 있는 산 이름을 일일이 적어 달라고

으로 그 등급을 매기는 개념으로 정문(正門)과 간문(間門)이 있

되었다. 이제 최소한 도성에 있는 문들은 “사대문과 사소문”이

울 정도로 드물다. 숙정문을 처음부터 북대문으로 인식하지 않

요구하였다. 이에 그들을 만났던 관원이 임금과 고위 관료들이

었다. 이 정문과 간문 개념은 조선후기에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문, 적어도 암문이 있었다

았다고 보인다.

임금께 입시한 자리에 참여하여 산 이름과 문 이름을 다 적어 주

정조대에 이르러 도성문을 열고 닫을 때 구별하는 등급으

는 점을 말해야 한다. 또 “사대문 안”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으

“사대문”에 비하여 “사소문”이라는 말은 용례조차 찾기 어

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재

로서 정문(正門)과 간문(間門)을 나누는 기록이 나온다. 이런 논

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도성이 죽어서, 문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렵다. 소문은 혜화문–동소문과 소의문–서소문 둘 뿐, 창의문을

로(金在魯)가 성문 가운데 암문 이름을 적어 줄 필요가 없고 도성

의는 법규로 정비되어 법전에 정착되었는데, 19세기 중반에 편

발휘하지 못하던 식민지 시기의 어두운 유산이 아닌가? 그럼 뭐

북소문, 광희문을 남소문으로 부르지 않았다. 남소문(南小門)은

의 네 문과 백악(白岳), 목멱(木覓) 등의 산 이름을 적어 주는 것

7)

찬된 『은대조례』 에는 정문과 간문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

하고 해야 하나? 옛날대로 “성 안” “문 안”이라고 하면 되지 더

광희문과 별도의 문으로 오늘날 국립극장에서 한남동으로 넘어

이야 문제될 것이 없겠다는 의견을 내어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

고종 초년에 편찬된 고종 초년에 편찬된 『육전조례』 에도 정문

이상 뭐가 필요한가?

숭례문 전경

4)

5)

가는 고개에 있었던 문인데 1469(예종 1)년에 폐쇄하였다.

6)

다는 내용이다.

8)

과 간문이 좀더 명확하게 구별되어 규정되었다.

김재로가 말한 도성의 암문이 어떤 문을 가리키는지 분명

도성을 유문할 때는 정문인지 간문인지 따지지 않고, 인경

나. 암문의 존재 여부

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임금을 비롯해서 고위 관원들이

전이면 문을 닫으려고 하면 폐문 표신을 사용하고, 문을 열려고

모든 성, 특히 산성에는 암문이 있게 마련이다. 암문이 없으

도성의 암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청나라에 굳이 알리

하면 개문 표신을 사용한다. 인경 후에는 정문은 선전표신 및 해

면 성 노릇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암문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적

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름 있는 문들이

당 문의 부험을 사용하고, 간문은 단지 개문 표신만 사용한다. 잉

병 모르게 드나들기 위한 문이다. 18㎞가 넘는 도성에 문을 넷만

대개 그 위에 문루(門樓)를 얹은 번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암

류하고자 하면 선전표신을 사용하는데, 부험은 문을 연 다음에

내면 사이가 떠서 드나드는 데 여간 불편하게 아니다. 전투시가

문은 어디 있는지 밖에서 보아서는 잘 모르는 곳–주로 산지에

먼저 반납하고 표신은 일이 다 끝난 후에 환납한다.

아니더라도 급하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암문이 꼭 필요하다.

숨어 있었을 것이다. 도성에도 그런 암문이 여럿 있었음에 틀림

도성의 암문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거의 없다 할 정도이

없으나 그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알기 어렵게 되었다. 1970년대

『육전조례』에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정문과 간문에 도
성의 문들을 각각 넷씩 특정하여 표기되었다.
1930년대의 창의문(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4) 『광해군일기』 권 126, 광해군 10년(1618 무오) 4월 22일(신해)
傳曰 慶運宮樓閣 材瓦鍊石撤毁 慶德宮移送間 新西大門 朝開夕閉 守門將各別嚴守 只許軍匠出入事 言于分兵曹
5) 『예종실록』 권 7, 에종 1년(1469 기축) 9월 19일(기해)
己亥 御經筵 知經筵事任元濬講禮記 命留元濬及都承旨權瑊 問塞南小門便否 元濬對曰 定都之初 豈不經營審度 而不設此門乎 今雖設此門 車路不通
無大利益 且陰陽家深忌巽方 故初設此門 言不便者有之 果後懿敬世子薨逝 陰陽之說 雖不足信 然此門可塞 瑊亦啓 塞之爲便 若仍置 則宜固門扃 上
曰 塞之則用人力幾何 瑊啓曰 用功不多 命塞之
6) 『승정원일기』 영조 24(1748)년 4월 25일(무인)
(禮曹判書李)周鎭曰 勅使入館所後 求索紙地 故入送白綿紙一卷 則副勅 以片紙 錄示臨川閣馬耳山慈悲嶺漢江含毬門等地名 仍曰 欲爲日記 國都城門
及有名之山 一一書示云云 而山名門名之率爾書給 事甚如何 敢此仰達矣 (領議政金)在魯曰 城門之暗門 不必書給 而至於四門及白岳木覓等山 書給何
妨 上曰 然矣

7) 『銀臺條例』 【符驗】
用於都城正門留門之時〔間門只用標信〕
8) 『六典條例』 권 4, 兵典 兵曹 結束色 【標信】
都城留門 勿論正門間門 人定前 閉門則用閉門標信 開門則用開門標信 人定後 正門用宣傳標信及當門符驗 間門只用開門標信 仍留用宣傳標信 而符
驗 開門後先納 標信 事過後還納
9) 『六典條例』 권 4, 兵典 【龍虎營】 【入直】
四正門[崇禮興仁惠化敦義] 護軍部將各一人 … 四間門[彰義肅靖昭義光熙] 部將各二人 木覓烽燧五間水門 部將各一人入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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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의 훼손과 복원
식민지시기의 한양도성

이 길 훈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전차의 개통과 숭례문의 훼손

1900년대를 전후한 동아시아의 각국은 제국과 식민, 전통

조선왕조실록 중 고종 48권, 1907년 3월 30일의 기록1)과

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었다. 제국주의 국가의 등장으로 전통적

1907년 6월 22일의 기록2)을 보면, 흥인지문과 숭례문의 좌우 성

동아시아의 중화질서는 근대 만국공법(萬國公法)체제와 공존하

첩을 허는 것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성벽에 관해

게 된다. 한양이 조선왕조의 수도로서 갖추고 있던 궁궐, 사직종

서도 중심 도로에 있어 장애가 되므로 헐어버릴 것을 주장하고

묘, 종로 시전 등의 전통적인 요소들은 공원과 광장을 비롯한 근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3일의 기사에

대적 도시 시설로 인하여 그 모습이 변모되었다.
20세기 초 경성의 도시개발은 한양도성의 훼철과 밀접하

전차와 차마의 편리를 위한 결정이었다. 숭례문 홍예의 복잡한

게 연관된다.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은 경성으로 이름을 바꾸었

교통 상황을 감안하여, 성곽을 제거함으로서 통행의 편리함을

고 그 성격도 바뀌었다. 일본인들의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남쪽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의미가 숨어져 있다. 한

일대의 경관이 변화했으며, 경성의 도로가 확장되고 각종 교통

양도성과 성문은 500여 년 동안 조선의 역사와 같은 길을 걸어

시설이 확충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성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

왔다. 이런 성곽을 없애거나 혹은 성문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조

작하였고 각종 도시문제를 수반하였다.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선왕조의 권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일반 사람들의 통행은 신분

형성된 전통적 공간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

제 사회의 몰락을 의미한다.

국 식민지 당국은 1936년 대경성계획(大京城計劃)을 추진하였

1907년에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

다. 대경성계획의 골자는 한양도성 외곽으로 경성의 영역을 확

작된 사진첩을 보면, 숭례문 좌우로 성곽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장하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 한양도성의 훼철을 더욱 가속화

확인할 수 있다. 숭례문 주변의 철거는 황태자가 방문한 1907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월에도 계속되었으며, 숭례문 좌우 철거는 1909년에 완공되
었다.

1907년 숭례문과 봉영문

사진설명
원형이 잘 보존된 인왕산 성벽

좌우 성벽이 훼철된 숭례문

조선신궁이 보이는 목멱산의 모습

1) “동대문과 남대문은 황성 큰 거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붐비고 수레와 말들이 복잡하게 드나듭니다. 게다가 또 전차가 그 복판을 가로질러 다니
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하기가 어려워 접촉하고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운수의 편리한 방도를 특별히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루의 좌우 성첩을
각각 8칸씩 헐어버림으로서 전차가 드나들 선로를 만들고 원래 정해진 문은 전적으로 사람만 왕래하도록 한다면 매우 번잡한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동쪽문루와 남쪽 문루의 좌우 성첩을 헐어버릴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미 주청하여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성벽은 교통 중심 도로에 있어 장
애가 될 뿐이고 유사시를 미리 방비하는 데는 실로 유익할 것이 없으니 속히 내부와 탁지부에게 책임지고 헐어버리도록 함으로서 한없이 큰 폐하의 뜻
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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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의 역사, 2000년대 이전의 한양도성의 복원

된 지역으로 알려졌었으나 발굴에 의해 상당부분 온전한 상태

사당 터를 조성하는 공사로 원래 남아있던 지형은 크게 바뀌었

한양도성은 근현대의 역사를 거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

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태조, 세종, 숙종 연간에

고 그 과정 속에서 훼손된 성벽은 5m 땅속에 묻히게 된다.

산이 되었다. 한양도성의 남쪽에 위치한 숭례문과 동쪽에 위치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들이 다양하게 노출되어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흔적을 찾고 목멱의 본래의 지형을 회복하기

한 흥인지문은 각각 한국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숭례

시기별 성벽의 축조 형태와 성벽의 변화과정 등을 증거 할 수 있

위한 발굴과정에서 성벽의 기저부가 드러났다. 현재 일부 성벽

문은 한양도성의 문루 중의 하나로 한국전쟁 중 석축과 건물의

는 중요한 유적이다. 2006년부터 인왕지역의 정비 사업이 진행

이 복원 되었으며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온사이

일부가 파괴되어 해체수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1962년 <문화

되었고 2010년 월암근린공원의 성벽이 일부 복원되었다.

트 뮤지엄을 계획 중에 있다.

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다. 흥인지문
은 조선후기 다포계 건물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1962년
낙산 탐방로 정비 공사

•목멱지역 회현자락의 발굴

숭례문에 이어서 보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1975년에는 훼손된

목멱의 회현자락의 성벽은 일제에 의한 조선신궁 건립에

한양도성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도시화 속에서 사라져

따라 헐리고, 뒤이어 황국신민서사지주가 세워지면서 흔적도

가는 전통과 역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된다.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이곳에

를 가진다. 이로서 6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이 다시 태어났다.

는 다시 국회의사당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된다. 국회의

2000년대 이후 한양도성의 발굴과 복원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였으며, 한양도성에 대한 복
원과 보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한양도성 안전진단 - 낙산구간

•흥인지문지역 이간수문의 발굴과 복원
이간수문은 홍예의 수구가 2칸인 수문을 일컫는다. 오간수

목멱에 건립된 조선신궁

문 남측에 위치하며 남산 일원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모인 남소

조선신궁은 식민지시기 한양도성이 훼철되고, 전통적인

문동천의 물을 성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식민지시기

한양의 도시공간이 훼손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에 경성운동장이 건립되면서 성벽이 훼손되어 땅속에 매몰되어

신궁은 일본인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종교시설로 군대,

있다가 200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부지 내 발굴조사 과

유곽(遊廓)과 함께 일본 식민도시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정에서 상부의 일부가 유실되었지만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성에 조선신궁을 건립하는 것은 식민지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

2009년 홍예와 성벽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이간수문 복원 현황

이간수문 유구

월암근린공원 - 복원성벽

회현자락 복원

이다. 조선신궁은 1925년 일본인 사회의 중심지인 목멱일대에
건설되었다. 조선신궁의 입지는 당시 한양도성 안의 일본인 거

14 - 15

•인왕지역 월암근린공원의 발굴과 복원

주지와 한양도성 밖의 일본군대 주둔지인 용산 일대를 이어주

해당 지역은 인왕에서 돈의문으로 이어지는 해발 60~85m

는 장소였다. 따라서 조선신궁의 건립은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

내외의 구릉지로 한양도성의 성벽이 남북방향으로 위치하고 있

공간이 식민지시기 일본인 중심의 공간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이

었다. 식민시기에 ‘구 경성측후소(京城測候所)’와 ‘복지재단 건물’

었다.

등이 들어서며 성벽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한양도성이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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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에 들어서는 주택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 명칭 앞에 지역명을 붙여 해당

16 - 17

있다. 이제 이러한 곳은 새로운 시각으로 다뤄지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혜화동 ‘옛 서울시장공관’이 그런 장소이다.

문화재의 소재지를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면 사적 1호 ‘경주
포석정지’, 사적 5호 ‘부여 부소산성’, 사적 10호 ‘서울 한양도
성’이 있다. 이 중 ‘서울 한양도성’에 사용된 두 단어, ‘서울’과

‘옛 서울시장공관’은 혜화동 27-1번지(종로구 창경궁로

‘한양도성’ 사이에는 특별한 긴장이 느껴진다. 오늘날 서울과

35길 63)에 있다. 혜화문에서 성벽을 따라 북쪽으로 약 50m

한양도성은 각기 대도시와 도시성곽을 대표하고 이들은 수없

가다보면 15m폭의 도로로 성벽이 끊기고 그 도로 건너 5m의

이 많은 가지 충돌을 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높은 축대 위에 올라선 주택이 있다. 이 주택은 2013년까지 서

본래 도성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태어났다. 19세기 이

울시장이 살던 공관이었고 축대는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후 도시는 몸집이 커졌고 도성의 틀을 벗어나야 했다. 일제강

의 성벽이다. 이 집은 최근까지 도성의 복원 정비를 위해 철거

점기 도시는 곧고 넓은 도로를 내며 도성 곳곳을 허물기 시작

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집에 담긴 역사적 가치가 도성과

했다. 새로운 건축물들은 성벽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조선

함께 존중되기 시작하여 남겨지게 되었다.

시대에는 성벽 안팎으로 순찰과 관리를 위한 순심로가 죽 둘

이 집은 성벽 안쪽 1,760㎡(533평)의 대지에는 제법 너른

러져 있어 집을 짓지 못하게 했는데, 이 순심로가 더 이상 필요

정원이 꾸며져 있다. 건물은 연면적 680㎡ 규모로 본동과 부속

없어지고 이 빈 땅은 자연스레 새 집들의 차지가 되었다. 주택

건물 2채로 구성되어 있다. 본동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근대 목

들의 성벽 점유는 1950년대 전쟁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터

조 주택으로 1941년에 지어졌다. 등기부등본 상 건축물에 관한

전을 잃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도시 외곽 비탈진 지

최초 소유자는 다나카 사부로(田中三郞)라는 일본인으로 집을

역에 살기 시작했다. 으레 이러한 곳에는 성벽에 있었다. 성벽

지을 당시 이 지역은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기 좋은 조건을 갖추

은 경사진 주택가의 축대나 담장이 되었다. 집을 지을 때 성벽

고 있었을 것이다. 경성 시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에 너른 집

을 한 면으로 삼고 나머지 세 면에 벽을 덧붙이는 경우도 많았

터를 얻을 수 있었고, 철거된 혜화문 자리로 도로의 확장과 함께

다. 이렇게 도성의 성벽은 주택가 골목 사이사이로 스며들었

돈암정까지 이어지는 전차가 연장되면서 교통 좋은 주택가가

고 서민들과 한집살이를 시작하였다.

형성되었다. 또한 집을 지을 때는 대지의 성벽을 자연스레 축대

1970년대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한양도성에 전 구간에
한양도성 낙산구간 혜화문과 시장공관

옛 서울시장공관과 이곳에 살던 사람들

로 삼고 그 위의 여장은 담장으로 사용하면 그만이었다. 이후 이

대대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일어났고 이제는 성벽을 돋보이게
하기위해 집들이 허물어졌다. 성북동, 삼선동, 이화동, 장충동,
청운동 등에서 성벽에 붙어선 주택들이 대대적으로 철거되었

옛 서울시장 공관과
도성의 한집 살이

고 이곳은 공원이나 산책로로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 일괄적
인 주택 정리가 필요했고 여러 문제점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
어졌다. 수십 년간 성벽을 기대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또한 도
성의 가치와 함께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비 이
후의 모습이 과연 도성의 진정한 면모인지 의문점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의 정비 사업은 최근까지 진행되었다. 하지

이 효 준 | 한양도성도감 학예연구사

만 여전히 서울 곳곳에는 성벽에 인접한 주택들이 제법 남아

1994년 시장공관과 서쪽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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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이한 연회장이자 지역 주민을 만나는 반상회 장소가 되
었다. 이렇게 이집은 74년간 한양도성과 한집살이를 해왔다.

공존의 모색
2000년대부터 서울 시장공관 성벽의 배부름과 성돌의
갈라짐 등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성벽의 해체 보수와

시장공관에서 열린 반상회

반면 공관의 본관인 목조건물은 낙후되어 전면적인 개보

어서 적절한 안내 기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한양도성과 서울 시

수 공사가 필요하였다. 2014년 서울시는 임시전시를 마련하

장공관을 주제로 하는 전시를 준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여 마지막 시장공관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현재

열 계획이다.

이곳은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중 목재

이 집의 마당은 아름드리나무가 만드는 그늘이 있고 여

부재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발견되어 부재의 방제처리와 보강,

름에도 제법 선선한 바람 드나들어 지역 주민과 한양도성 탐

교체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방객에게 훌륭한 휴식터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과 한양도성,

한양도성의 원형회복을 위해 시장공관의 이전과 건물 철거의

공관에서 성북동 쉼터까지의 약 500여 미터의 성벽은 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명박 시장 당시 국회와 서

부분 사라지고 없어 도성을 따라 걷는 탐방객들이 발길을 잃

울시의회에서도 시장공관 이전을 촉구했다. 2006년 오세훈

기 쉽다. 2016년부터는 이곳에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가 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새로운 집이 될 것이다.

시장의 당선과 맞물려 한남동에 새로운 시장공관 건축이 결정
되었다. 그러나 이 한남동 공관이 제법 넓은 부지에 큰 규모로
설계되었고, 현장을 본 오세훈 시장이 이 집을 중소기업을 위
한 비즈니스 공간 및 해외 바이어들의 게스트 하우스로 내주
면서 시장공관 이전은 무산되었다. 다음 이전 대상지는 북촌
의 백인제 가옥이었다. 이 가옥은 박원순 시장부터 공관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마저도 과거 친일인사가 살던 집이었
고 문화재를 시장이 점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백지화되었
1994년 시장공관과 서쪽 정원

다. 이렇게 갈팡질팡 했던 시장공관 이전은 2013년 12월 박원
순 시장이 은평뉴타운으로 이사를 가면서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는 이 시장공관 건물의 처리와 한양도성 회복의

곳은 1945년에 친일활동을 해온 기업가 하준석의 소유가 되었

문제가 남게 되었다. 이미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서울 시장

고 1955년부터는 독립 운동가이자 초대 해군참모총장과 국방

공관의 철거를 요청해왔었고 이를 전제로 서울시에서도 시장

부장관을 역임한 손원일이 거주하였다. 경성에서 서울이 되어

공관을 이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유산을 바라보는 시

가듯이, 이곳의 주인도 일본인에서 친일인사를 거쳐 다시 호국

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한양도성에는 근현대의 흔적들이 공존

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변해갔다. 1957년부터 2년간

하고 있다. 대도시 서울 속에 존재하는 한양도성에게는 당연

은 한석진이라는 인물이 거쳐 갔다.

한 현상이며 이들의 동등한 가치가 함께 존중되어야 하기 때

1959년부터 20년간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되면서 이

시장공관 리모델링 평면도(1층)

시장공관 리모델링 평면도(2층)

시장공관 마당의 발굴조사

리모델링 공사 중 모습

문이다.

곳에서는 4.19혁명 재판의 판결문이 작성(1960)되었고, 사법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시장공관 건물의 존치가

파동이 극적으로 타결(1971)된 역사적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결정되었다.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공관 건물이 한양도성의

1979년부터는 33년간 서울 시장공관으로 사용되었다. 18대

성벽과 기저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박영수 시장부터 35대 박원순 시장까지 이집은 시장의 집무

성벽의 구조적인 문제는 안전진단을 통해 해체보수 없이 주기

실이자 회의실이었고 그 가족의 거주지였다. 또한 주요 인사

적으로 정밀계측하여 관리하고 있다.

1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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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시 서울의 새로운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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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유산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
600년 동안이나 우리 곁에 있어왔지만 세계유산 등재라는 외적 요인을 계기로 다시 주목하게 된 문화유산, 서울이라는 역사

한양도성

도시의 공간 전체를 규정하는 자연과 한 몸이 된 문화유산, 마치 공기처럼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일상이 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이제 한양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는 문화유산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 규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전문가의 영역에서
보자면 유적의 맹목적 복원을 진정성 있는 보존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인 추세, 일본의 하시마섬처럼 문화유산의 특정 시점을

(재)아름지기 장 영 석 사무국장 인터뷰

인위적으로 도려내어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의 층위를 진정성 있게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 그리고 문화유산이 박물관
진열장 안의 박제가 아니라 동시대인의 삶과 함께 살아 숨 쉬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제 문화유산 보존은
복원공사의 완공시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일이 아니라 보존의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의미 있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Q: 한양도성의 재발견
(재)아름지기는 2001년에 설립된 비

흔한 이야기이지만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

영리민간재단으로서 지난 14년간 다

는지 깨닫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물며 그 ‘일상(日常)’이 서울처럼 ‘비상(非常)’하게 바

양한 분야의 전통문화, 문화유산의

쁘게 돌아가는 도시에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주변

계승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부끄럽게도 한양도성을 진지

의, 식, 주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하게 들여다보게 된 것은 최근 몇 년의 일이다. 궁궐과 종묘, 사직단, 아니면 보통 사람

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사업

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서울의 숨겨진 근현대 유산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을 진행하며, 전시사업, 문화예술 프

동안, 오히려 이들 모두를 든든하게 품어주고 있는 한양도성은 그저 말없이 듬직한 맏

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형처럼 관심 밖이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산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전

생각하지는 않지만, 등재 노력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한양도성의 가치를 새롭게 인

통을 간직한 마을 정자나무를 가꾸

식하게 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Q: 한양도성 주변 정비에 관한 제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이 한양도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설치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수십 년간 해왔어야 할 고민을 단 몇
년으로 압축하고, 거기에다 기한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자칫 그간의 과오를 반복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행
정을 담당하는 이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를 빨리빨리 해내고
야 마는 습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옛 조상들이 성돌 하나하나 정성들여 쌓아 올렸듯, 우리도 한양도성 옆에 벤치 하나, 조
명 하나 놓는 일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무너진 성돌을 다시 쌓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어줄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는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 · 정비 사
업에서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한

Q: 삶과 어우러지는 문화유산의 가치

서울 주요 궁궐 및 종묘 문화재 안내

작년 가을 서울시 주관으로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행사

시설 디자인 개선 사업에 이르기까

들이 있었다. 그 중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위해 한국에 왔던 이태리의 원로 건축가

지 문화유산 주변의 공공디자인 개

마시모 까르마시(Massimo Carmassi) 선생과 함께 서울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그는

선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서면서부터 서울을 둘러싼, 혹은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산과

울시의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언덕, 그리고 그 언덕을 따라 형성된 도시의 모습에 감탄하며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했

있어서 주요 시범사업에 대한 자문

다. ‘어디에서나 산이 보이는 도시는 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및 진행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러한 지형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의 삶과 어우러진 모습은 개별적인 인공 구조

느낀 점을 지면을 통해 나누어보고

물들의 미추(美醜)와 상관없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의 말이 새삼스럽게 와 닿았다. 박

자 합니다.

물관에서 보는 회화나 도자기에서부터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궁궐, 쓰라린 역사의

창의문 앞 안내판 개선사업- 정비 전의 모습

창의문 앞 안내판 개선사업- 정비 후의 모습

궁궐 환경 가꾸기 활동 모습

궁궐 환경 가꾸기 활동 모습

기억이 생생한 근현대의 문화유산 하나하나가 그 본질을 따져보면 결국 자연과 사람이
만나 문화로 귀결되어 우리에게까지 남겨진 것들이다. 그렇게 자연과 한 몸이 된 문화
유산이 도시 전체를 감싸 안은 채 60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일상과 함께 했다는 것
이 아마도 한양도성의 가장 큰 가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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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촌권 성곽마을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다
행촌권역 성곽마을
행촌권 성곽마을 김 동 수 주민추진위원장
김 정 민 지역재생활동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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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는 다른 성곽마을에 비해 다양한 볼거리가 즐비하다. 하나씩 소개하자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홍난파 가옥으
로 홍난파가 죽기 직전까지 살던 집이다. 또한 임진왜란에 행주대첩을 거둔 도원수 권율 장군의 집터, 경교장, 수령이 420년이 넘은
은행나무, 서양식 붉은 벽돌 건물인 딜쿠샤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다. 딜쿠샤는 3·1 운동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한 UPI 통신사 특
파원 알버트 테일러가 살던 집이다. 그는 1923년 이 집을 지어 가족과 함께 살다가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 오래도록 내
김동수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장

력 모를 집으로 남아 있다가 2006년 알버트 테일러의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건물의 역사성이 세간에 알려졌다. 그리고 사람들
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역시 인왕산 한양도성 등산로인 ‘역사탐방길’로, 바로 옆에 근린공원과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주말이면 늘 사
람들로 붐빈다. 근린공원에 서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이 산책로가 인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걷다 보면 산책은 어느새
등산이 된다.

Q: 현재 진행 중이신 성곽마을 재생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김정민 지역재생활동가

현재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40~50년을 살아온 주민들이다.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곳
을 떠나지 않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마을에서는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 도시환경
연구소와 함께 마을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생사업은 재개발과는 다른 문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다. 작게는 부족한 주차장 문제부터 주택 개량 사업까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평생 살
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꽃길이나 텃밭, 어르신들이 쉬어가실 수 있는

Q: 행촌동에 사신 기간과 그동안 마을의 변화에 관해 말씀해주세요.
60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연과 도시,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산 지는 올해로 56년이 되었다. 예전엔 슬라브

역사를 품고 있는 한양도성은 역사

지붕의 다가구들이 사는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마을이었다. 길이 좁아 택시운전기사

의 숨결을 지켜온 우리의 값진 유산

들이 꺼려하는 그런 동네였다. 그 후 세월이 변하면서 마을의 좁았던 길은 조금 넓어졌

이다. 그리고 한양도성 주변에는 성

고, 1991년부터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

곽마을이 존재하고 마을에 살며 그

었다고 볼 수 있다.

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이 함께하
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행
촌동의 모습은 좁은 골목, 가파른 계
단, 빼곡한 다가구 주택들로 평범한
동네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양
도성 4호에서는 한양도성 인왕산 구
간의 성곽마을인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장과 지역재생활동가
를 만나 실제 성곽마을에 사는 사람
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성곽 마을에 살면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성곽주변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한양도성은 문화재를 넘어 삶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마을의 놀이터였고, 여름방학이면 곤충과 식물
채집을 하는 야외 학습장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는 것이 바빠 어린 시절처럼
그곳에 가진 못하지만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느낌을 받는다. 서울에서 그
런 느낌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곳은 이 곳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점 이
면에 이곳 사람들이 늘 겪게 되는 불편한 점도 있다. 한양도성 주변지역은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건설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높이 규제 등 건축
법상의 제한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 정도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평상 마련까지 작지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콘트롤 타
워가 되는 곳이 행촌권 현장지원센터인 ‘행촌공(共)터’로 센터는 재생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워크숍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재
생 교육, 집수리 지원 상담 등도 진행하고 있다. 행촌공터에는 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센터장과 지역재생활동가, 도
시재생 전문가 등이 상주하고 있다. 센터 운영 역시 행촌동 주민들로 구성된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주민의
소통·협업으로 마을을 가꿔가고 있다.
인왕산 아래 조망소에서 보는 한양도성 성벽과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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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곽 마을 주민으로서 한양도성과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한양도성 일대 성곽마을은 역사문화 유산과 주변 주민의 삶인 생활문화 유산이 서로 조화돼 보전해야 할 큰 가치가 있는 지역
이다. 행촌공터 재생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공공과 주민의 소통·협업으로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이 미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추진 중인 한양도성이 중요한 만큼 한양도성과 함께 살아온 마을과 사람
들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하며, 과거에 재개발, 재산권 등에만 관심
을 가졌었다면 이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변화를 이끌고 재생사업을 통해 성곽마을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곽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재생사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
생은 기반 시설만의 재생 뿐 아니라 정신적인 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의 재생을 통해 마
을을 만들고 마을은 그러한 마음을 모아주어 소통과 화합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

Q: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지난 대보름에 한양도성가치공유프로그램에서 달빛기행을 함께 진행했으며, 정기적인 마을 축제로 홍난파 가옥에서 펼쳐지
는 ‘봉숭아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 시절 추억의 봉숭아 꽃물을 들이며, 마을주민과 탐방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으며, 연날

봉숭아 축제 사물놀이

리기 축제를 진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마을
을 알리고,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 곳곳에 마을 게시판과 마을에서 발행하는 행촌공감
소식지를 통해 소소한 이야기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성곽마을과 한양도성의 보존과 정비를 위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양도성 인근에는 이미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중인 구역, 사업추진 중인 구역 등이 공존하고 있다. 즉, 한양
도성 주변 성곽마을을 가꾸는 일은 성곽마을이 갖는 잠재적 가치를 보전하고, 위협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주민
들은 내가 사는 곳의 환경이 좋아지고 살기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주민의 뜻이 모아져야 바
람직한 마을 재생사업도, 한양도성도 보다 잘 보존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은 함께 공존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문화유산이 함께 가치를 발굴하고 발전해 갈 때 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봉숭아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마을 환경 개선 활동 모습

인왕산 구간의 성벽 모습

인왕산 구간 성곽길

방향을 고려해 재생, 보존,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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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민들의 손으로 만드는
서울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순성을 보다 즐겁게!
한양도성 문화유산투어 환경개선

서울 한양도성을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

는 국민은 웹사이트(www.seoulcitywall.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혼자서도 쉽게 한양도성을 즐길 수

는 동시에 한양도성의 유산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한양도성 지

서명을 하거나 한양도성박물관, 성문관리소 등에 비치된 서명부

있도록 안내표지 일제정비, 순성안내센터의 단계적인 확충, 단

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KYC, 사단법인 문화살림, 도성 주

에 서명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절구간 흔적표시 등 순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다양한 순성프

지난 호에 소개한 단절구간 흔적표시는 금년에 흥인지문

아울러, 한양도성박물관, 성문관리소 등에도 안내기능을
부가하여 순성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변 마을공동체 등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특히,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명부가

로그램의 개발 및 해설인력의 양성, 가이드북 및 정기간행물 발

앞 도로, 혜화문지, 광희문 앞 도로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2015년 10월 16일부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기원 범국민

제작되어 한양도성박물관에 영구 보존되고. 특히 서명 참여자 중

간, 한양도성 홈페이지 운영 등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지

할 계획이며, 흔적표시가 어려운 구간은 길 표지를 적절히 활용

캠페인”에도 앞장서고 있다.

18,627명의 이름과 응원메시지를 담은 예술작품인 ‘신한양도성도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여 순성시민들이 혼자서도 쉽게 길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단체인 서울 KYC는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한

(新漢陽都城圖)’도 제작되어 영구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먼저, 안내표지는 한양도성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

아울러, 자치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달빛기행과 같은 특

양도성 해설사 ‘도성 길라잡이’를 양성하여 해설순성(탐방) 프로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그 가치가 지

하고, 순성객들의 동선을 따라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2014년

화된 순성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외국어 해설사 양성사업

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사단법인 문화살림은 한양도성 지킴이

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이해와 관심이 중요

부터 16년까지 3여 년에 걸쳐 약 360여 개의 안내표지판을 일제

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 제공에 큰 역할을

‘한양도성 순성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이화여자

하고 인류유산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기 위한 지역주

정비하고 있다. 위치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유산에

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가이드북

고등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 민간기업, 도성 주변 마을공동체

민을 포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으며,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개정판, 정기간행물도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등 주민단체도 한양도성의 보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

에 있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여하고 있다.

순성안내센터는 기 운영 중인 창의문 안내소, 말바위안내

세계유산 등재신청 마감일인 2016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

소, 숙정문 안내소외에 지난 5월 인왕산 탐방안내센터를 설치

는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 한양도성에 관심과

하였고, 내년 6월에는 혜화동 옛 시장공관에 추가로 안내센터를

애정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

설치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남산회현자락 현장박물관과 연
계한 안내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기원 현장 캠페인

서울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절차

신청서 · 첨부자료의 제출 및 검토 : ’15.9월~’16.2월
신청서 등 준비

신청서 초안 제출

신청서 · 첨부자료 제출

신청서의 완전성 검토

’14.1~‘15.9월

’15.9.30까지

’16.1.31까지

’16.2.28까지

▼
자문기구(이코모스) 평가 : ’16.3월~’17.5월
문화적 평가 (서면심사)
’16.3~5월

등재결정 : ’17.6/7월

이코모스 현장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등재결정/통지

’16.6~10월

’17.4/5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6주전)

세계유산위원회 연례회의
흥인지문 주변 단절구간

바닥흔적표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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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그리고 시민의 삶

도

성은 왕과 도성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현대 도시에서 도성은 방어시설로서의 의미는 사라졌지만
시민들은 도성을 보면서 자신이 서울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전쟁과 현대화로 인해 서울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혔던 도성은 끊어진 순성로의 연결, 도성 주변 마을의 재생사업, 다채로운 축제와 공연을 통해 점차
시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고 있다. 불의의 화재로 큰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양도성에 대한 시민들
의 관심과 애정은 더욱 깊어져 갔다. 도성이 제모습을 되찾아 가면서 도성의 주인인 서울시민들도 하나둘씩 도
성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

백악구간 성밖길을 오르는 시민들

2015 Vol.4

한양도성 백악구간을 순성하는 시민들

인왕산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감상하다

한양도성 백악구간은 창의문부터 백악을 넘어 혜화문에 이르는 구간이다. 백악(북악산,

돈의문 터에서 인왕산을 넘어 윤동주 시인의 언덕까지 이어지는 한양도성 인왕산구간, 화

342m)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내사산 중 가장 높은 산인 동시에 산세가 ‘반쯤 핀 모란꽃’에 비유

강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산이라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자연

될 만큼 아름다운 산이다. 오르막길을 오르다 백악 쉼터에서 쉬어가기도 하면서, 장장 2시간을

암반 그 자체가 성벽을 대신하기도 했다. 큰 바위들과 어우러져 끊어질 듯 이어져 있는 성벽을

묵묵히 걸으며 시민들은 저마다 소원을 빌기도 한다.

보면서 한양도성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지켜온 유산임을 실감할 수 있다. 인왕상 정상에 올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왕이 된 기분을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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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KYC 도성 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순성

2014 서울 빛초롱축제에 등장한 한양도성 모형

‘순성(巡城)’은 조선시대부터 행해져 온 유서 깊은 문화이다. 성곽길을 찾아 잠깐 거닐다

청계천에 한양도성이 나타났다. ‘서울 빛초롱축제’에 등장한 한양도성 모형 등은 내사산과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순성이라 할 수 있지만, 시민 안내를 담당하는 ‘도성 길라잡이’의 해설을 들

사대문, 사소문, 그리고 5대 궁궐을 빠짐없이 재현하여 한양도성의 모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

으며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 500여 년 동안 한 나라를 지켜 온 한양도성의 세월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이 모형 등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서 현장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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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 풍물패와 이를 즐기는 시민들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흥인지문 문 열기 놀이

다산 성곽길에서 열리는 풍류순성 ‘성곽예술마당’에는 성곽음악회, 퓨전 풍물공연, 아트마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열두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어린 시절 대문

켓,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퓨전 풍물공연은 한복 대신 현대식 복장을 갖

놀이를 하면서 부른 노래다. 문 열기 놀이라고도 하며, 두 사람이 대문이 되어 두 손을 마주잡고

추고 머리에는 상모 대신 페도라를 쓴 채로 자유로이 성곽길을 거닐면서 진행된다. 손에 기타

번쩍 들어 문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아래를 지나 빠져나가는 아이들 놀이이다. 노래 가사에

를 든 연주자도 보인다. 신명나는 소리를 듣고 하나 둘 몰려든 시민들은 어느새 줄을 지어 풍물

등장하는 ‘동대문’과 ‘남대문’은 각각 한양도성의 사대문 중 ‘흥인지문’과 ‘숭례문’을 가리킨다. 흥

패의 뒤를 따른다. 풍류순성 ‘성곽예술마당’은 공연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에 얽힌 역사와 문화에

인지문 앞에서 펼쳐진 문 열기 놀이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참여하여 길게 줄을 지은 모습이 인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곽길 해설 투어’도 함께 진행된다.

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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