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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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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이 연구는 서울 역사도심이 가진 지리구조인 도시지형과 미세물길이 갖는 힘을 확인하는 실증연구이다. 역사도시
서울은 자연요소와 인공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 계획, 형성, 발전되었다. 사람(도시민)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도시공간인
생활권은 자연지리요소인 지형과 물길의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도시의 대표적 인공 물리요소인 도로, 상하수도,
역사 건축물 또한 자연지리요소인 지형과 물길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공의 손길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이는 20세기 초 서울의 도시지형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연지리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서울 역사
도심의 형태와 경관은 도시자연요소인 도시지형과 수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915년의 고
지형도를 디지털 자료로 복원한 도시화 이전 자연지형을 기초로 도시 인공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선의 생활권
인 행정경계(部 혹은 署, 坊)와 오늘의 법정경계(洞)가 수계와 관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형에 기초해 형성된
도로와 물길을 피해 입지한 통치시설을 비롯한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도시 물리요소가 많은 부분 도성 내 지형을
따라 흐르던 물길형태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즉, 오늘날 서울의 도시경관의 층위는 내사산에서 시작된 지형과 한성부
내부를 흐르던 물길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주제어：한성부의 지형, 한성부의 수계, 물길, 도시공간구조, 생활권과 물길, 도로와 물길, 궁궐과 물길
ABSTRACT：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that confirms the power of urban topography and
micro-water roads, which are geographical structures in Seoul's historical city center. The historical city
of Seoul was planned, formed, and developed with the proper combinat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elements. The living area, an urban space formed through the activities of people (urban residents), is
based on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the form of waterways. The city's representative artificial
physical elements, roads, water supply and sewerage, and historical buildings, are also based on natural
geographical features such as terrain and waterways. In other words, the level of the urban landscape
in Seoul today was determined by the topography that originated from Nae-sa san Mountain and the
water system that flowed inside Han-sung bu.
KeyWords：The topography of Seoul, The waterways of Seoul, Waterways and Urban Spatial Structure,
Waterways and living area, Topography, Waterway, Urban spat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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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서울 역사도심이 가진 지리적인 힘(지

1. 연구의 배경

형과 물길)이 오늘날 서울의 도시 공간구조를 결정
지었음을 확인하는 실증연구다. 이러한 실증을 통해

서울 역사도심은 1394년 조선의 수도로 결정되

인공의 힘이 아닌 자연지형과 물길 형태에 기원하고

면서 지금의 공간으로 경계되었고 그 공간은 자연

있는 서울 역사도심의 공간구조와 경관의 역사를 알

발생적 지리 특성에 의해 형성, 변화되며 지금의

리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

도시형태와 경관을 만들었다.

시공간에서 차지하는 자연지리 구조가 가지는 지속

이 연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변화된 서울이

적이고 강건한 힘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갖는 지리적 구조, 그중에서도 미세지형과 미세지
형이 만드는 물길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역사도심 즉, 조선 천도시 성벽으로 구획되었

3. 연구의 방법

던 수도였던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의 수도 한성부는 중국 주나라의 「주례고공

연구는 20세기 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공

기」의 원칙아래 계획되었다. 그 원칙은 중심에 궁

의 손길이 닿기 이전의 도시 자연지형을 복원하는

궐을 두고, 궁궐의 왼편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것으로 시작된다. 한성부를 중심으로 하는 구득 가

두며 궁궐 앞으로 대로를 내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능한 최초의 근대 지형도인 20세기 초 「일만분일

그러나 이러한 「주례고공기」의 원칙은 조선의

조선지형도집성(1915)」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이를

도시자연요소라는 큰 벽 앞에서 기틀적 역할 만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담당하게 된다. 한성은 특수하고 강력한 지리조건

연구는 먼저 복원한 지형도를 기초로 20세기

인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점점 낮아지는 땅의 형

초 한성부의 자연지형과 수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태와 이를 따라 모여 도성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

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복원된 서울 역사도심

며 흐르는 물길이라는 지리구조의 뿌리가 깊었던

의 자연지리구조를 토대로 도시인공요소인 조선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생활권인 행정경계(部, 署, 坊)와의 관계, 그리고 현

이 외에도 서울 역사도심의 물리적 공간구조 및

재 행정경계인 동(洞)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마지

경관 또한 지형과 물길에 영향을 받아 계획, 형성,

막으로 도시지형과 물길이 도시의 물리적 공간구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 형성과 개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도시 자

우리는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 역사도심의 깊은

연지리요소의 강건함을 확인한다. 즉, 역사도심의

뿌리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지리구조, 즉 남겨진

자연지리 구조를 토대로 행정경계와 시설물, 도로,

거시역사의 흔적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도

상하수도 형성과 변화 등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

성의 자연지형과 물길이 지금의 도시형태와 경관

는 방식으로 물길과 도시 공간구조와의 관계를 구

을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체적으로 실증하는 것이다.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표 1> 연구의 흐름
서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천도 이후부터 급속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방법 및 의의

▼
선행연구
고찰

∙ 서울의 지형과 물길 관련 연구 검토

▼
서울의
자연지리
실증

∙ 한성부 지리구조 특성 분석
∙ 한성부 고지형의 복원 (CAD)
∙ 고지형을 활용한 한성부 물길의 추출
(GIS 수리수문분석)
∙ 한성부 五部/五署경계와 물길
∙ 한성부 坊경계와 물길
∙ 2020년 동경계와 물길

▼
공간구조와
물길 비교

자연지리구조 연구는 1900년 초 지형을 다룬
다.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도시화를 맞이하
여 도시구조가 변화한 일제강점 이전시기로 인공
이 아닌 오랜시간 유지되어 온 자연발생적 지형의
원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을 다룬다. 자연지리구조가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
계열적 역사의 층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도로 형성과 물길
∙ 궁궐·관아 입지와 물길
∙ 도시개조와 물길

▼
결론

분석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범위는 차이가 있다.

생활권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
생활권과
물길 비교

한 근대화가 이루어진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이며,

∙ 연구 종합 및 시사점

공간구조 연구는 도시공간구조 형성기인 조선
초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였던 일제강점의
도시개조 시기를 구체화하여 자연지리구조의 영향
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금의 사대문안 지역으
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사산에서 시작되어 청계
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청계천의 지천과 이러한 지
천과 관계하는 서울 역사도심 내 지역 전체 <그림
1>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사대문안)

4.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도시 조영 형성과 변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도시 내 자연지리구조를 강조하
는 시초 연구이다. 땅과 물이라는 자연요소가 도시
의 형성과 변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공간의 지리연구는 대
부분 조선총독부 발행 「지적원도」를 활용하여 이루
어져 왔다. 「지적원도」는 현재까지 남겨진 서울 역
사도심의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근대 지적자료이
다. 「지적원도」는 1900년 초 실측을 통해 매우 정
밀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가치를 가진다. 그
러나 도시화 초기 도시민의 땅, 즉 지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 연구 자료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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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적자료보다는 자연지형에 초점
을 두어 제작된 구득 가능한 가장 정밀한 1915년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서울의 물길변화를 거
시적으로 다룬다.

지형자료를 기초로 한다. 위 지형도의 제작연도는

이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시 내 지형과 물

「지적원도」와 유사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지적 변화

길이 도시형성과 발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사례

에 비해 원 지형을 중심으로 구축된 맵으로 지형분

로는 나평순(2017) ‘물길의 변화로 본 북촌의 장

석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소성’, 고아라(2018)의 ‘물길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이 지형도의 한계는 1921년 「조선지형도집성」

역사도심의 도시형태 해석’, 이길훈·이경욱·양승우

과 1930년경 제작된 「경성지도」를 활용하여 보완

(2019)의 ‘남소문동천의 복개과정에 따른 도시공

하였다. 이들 지형도 또한 지적의 변화를 기본 지

간 변화 특성 연구’, 고아라(2019)의 ‘물길로 해석

형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제작되어 원지형 정보를

한 한성부 도시공간구조: GIS수리수문분석을 활용

정밀하게 담고 있다.

하여’가 있다.

이 연구는 이들 지형도를 기초로 역사적 사료로

물길 관련 저서로는 「서울의 옛물길, 옛다리(박

남겨진 자연지리(지형)를 다양하게 분석 가능한 디

현욱, 2006)」, 「서울의 하천(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

지털 맵으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회, 2000)」이 있으며 이들 자료는 역사지리서 물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시대 한성부 지형은 근대화·

자료를 집대성하여 자세히 정리하고 있어 연구의

도시화로 급속히 도시지형이 변형되기 이전의 것

기초가 되었다.

으로 인공에 의한 변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관련 보고서로는 「청계천지천연구(청계천박물

이 시기의 자연지형을 전산화하고 이를 기초로 현

관, 2020)」를 비롯하여 시리즈물로 간행된 학술

대의 다양한 학문에 접목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삼청동천도시공간변천사(2015)」, 「백운동

의미가 있다.

천도시공간변천사(2016)」, 「남소문동천도시공간
변천사(2017)」, 「대학동천역사및도시공간변천사
(2018)」, 「창동천역사및도시공간변천사(2019)」를
참고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서울의 입지와 공간구조에서 자연지
형이 갖는 의미는 오랜 시간 많은 연구자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김동실(2008)은 ‘서울의 지형적 배

이 연구는 서울 역사도심 자연지리의 원형인 지

경과 도시화 양상’에서 서울의 도시화는 지형과 밀

형과 물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서울의 물길을 다

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상구(2010)는

루는 선행연구는 유경희(1983)의 ‘서울의 하계변

땅 그 자체의 형상과 질서가 한양과 서울이 갖는 정

화과정 연구’와 榎本直信(2009)의 ‘水網都市ソウル

체성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특히 물길은 땅의 가장

の成立と近代化による変容’, 김기혁(2019)의 ‘대동

낮은 부분을 길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이어서 가장

여지도를 통해 본 한양 도성지도의 하천 유로 계열

민감하게 땅의 모양, 미세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하였다. 송인호(2010)는 서울의 수계는 미세지형

수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리요소이다. 한성의 토

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물길의 네트워크이며 서울

질은 거시적으로 남산을 기점으로 도성 안 지역은

도심의 복잡한 골목길은 물길과 더불어 주름진 지

중생대 흑운모 화강암, 도성 밖 지역은 선캄브리아

형을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기 호상 흑운모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들은 이 연구의 시작과 기틀이 되었다.

세부적 토양특성인 정밀토양도는 도성 안 지역에

큰 틀에서 이 연구는 공간역사에서 지리구조의

서도 차이를 보인다. 정밀토양도는 수계의 토양 침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페르낭 브로델(Fernand

투율과 관계되는데 북악, 인왕을 중심으로 하는 청

Braudel, 1902-1985)의 ‘장기지속(longue durée)’의

계천 이북지역의 토양 침투율은 낮고 남산을 중심

개념이 바탕이 되었다. 그의 저서 「La Méditerranée

으로 이어지는 청계천 이남지역의 토양 침투율은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높다(서울특별시, 2013: 29~30).

Philippe Ⅱ」(주경철·조준희(역),2017)는 환경과

위의 자료를 기초로 서울의 지리구조를 해석해

도시지리구조가 미치는 도시공간과의 강력한 연결

보면 침투율이 낮은 청계천 이북지역은 외사산과

고리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내사산으로부터 흐르는 많은 내수의 유량으로 인
해 직선형의 곧고 굵은 형태의 유로가 형성되기 쉬
운 반면, 침투율이 높은 청계천 이남지역은 지형의
고도차가 낮고 흐르는 물의 유량이 적어 고불고불

Ⅲ. 서울의 자연지리

하고 좁은 물길의 형태가 나타나기 쉬우며, 땅 자
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질퍽한 지역의 특성(진고개
라고 불림)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성부 지리구조의 특성
한성의 내수는 지형 및 토질과 밀접한 관계를

2. 한성부 고지형의 복원

갖는다. 도시를 조영하면서 자연적 수계에 변형을
가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의 형성과 흐름, 배수에 이

이 연구는 먼저 정밀한 한성부의 자연 물길을

르는 과정은 지형과 지질 두 요소의 상호작용과 긴

분석하기 위해 20세기 초의 지형을 복원하고자 한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 구득 가능한 지형을 담은 근대지도인 1915년

한성의 지세는 성곽을 중심으로 도성 중심부로

경성부에 의해 발행된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

낮아지는 지세를 하고 있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내

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 지형도는 1904년 을

사산에서부터 도성의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난

사늑약을 체결하고 1906년 통감부 설치이후 보다

물길을 따라 모인 물은 청계천을 따라 서에서 동으

정밀한 근대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삼각측량을 실

로 흐른다.

시하여 제작한 근대지도이다. 정밀한 측량에 의해

지세 외에도 토양이 갖는 성격 즉, 토질 또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일제 통치로 인
해 본격적으로 서울의 도시공간변화가 시작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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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지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아라,

<그림 3> 한성부 자연지형도(1915)

2019: 116).
<그림 2>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

지형복원은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단계는
1915년과 1921년 지형도를 기초로 CAD 지형도
를 작성하였다. 2단계는 1928년 「경성지도」를 기
초로 지형을 보정하였다. 3단계로는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제공되는 수치지형도와 사료를 통해 지
형도를 추가로 보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일제강
점기 건축으로 인하여 변형된 등고선과 소실된 등
그러나 이 지형도는 도심 내 미세지형이 잘 보

고선을 복원하였다.

이지 않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을 위한 전산화

1915년 이전에 이미 근대건축물이 들어서며 자

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지도 외에 미세지

연히 지형도 일부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1915년을

형이 잘 드러나 있는 1921년 조선총독부작성 「일

기초로 만든 복원 지형도를 조선후기 지형으로 간

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과 1928년 작성된 「경성

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후기의

지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세 지도를 동

지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1915년에서 일제강점기

시에 보완하여 1915년의 서울 역사도심의 지형을

에 건설된 대형건축물을 제거해 가며 지형을 복원

복원하였다(<그림 3> 참조).

하는 과정을 거쳤다.

복원된 지형자료는 일제에 의해 변형되기 이전

1915년, 1921년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과

의 지형으로 원형에 가까운 한성부의 지리를 복원

1928년 「경성지도」를 비교하면 건물로 인해 변화된

한 디지털 지형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등고선을 추정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건설로 인
하여 변화하거나 누락된 등고선을 보정하여 20세기
초 지형도를 복원하였다(청계천박물관, 2020: 37).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3. 한성부 지형을 활용한 물길 추출

<표 2> 한성부 물길의 추출
한성부 수리수문분석 과정

앞에서 복원한 한성부 자연지형도(1915)를 활
용하여 한성부 지형을 따라 흐르던 물길을 확인한
다. 이 연구는 도성 안을 흐르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청계천 외에도 내사산에서 시작되어 청계천
으로 모이는 도성안의 미세한 물길을 모두 분석해
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Arcgis

1. TIN 구축

2. DEM 제작

3. Flow Direction 분석

4. watershed 추출

10.3’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리수문분석(Hydrology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에서 구축한 복원 자연지형도(1915)를 활용
하여 한성의 TIN(부정형 삼각 네트워크 모델,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리수문을 위한 주요한 모델인 DEM
(수치표고모형, Digital Elevation Model)을 구축
하였다. 이 모델에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흘려보는

길 옛다리(박현욱)」와 「서울이천년사(서울특별시사

Flow Direction과정을 거쳐 1915년 서울 역사도

편찬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심 내 하계: 유역과 유로(watershed)를 추출하였다.

물길별 유역면적과 유로폭, 평균고도와 평균경

수치지도를 활용한 3차원 데이터 생성을 활용

사 값은 <표 3>과 같다. 지리구조가 뚜렷한 물길은

한 이런 분석은 지리 및 도시공학의 영역에서 이미

백운동천, 삼청동천, 흥덕동천 등 청계천 이북지역

활용되고 있지만 이 연구와 같이 20세기 초 근대

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었고 이들 중 청계천 상류물

지도를 기초로 과거 지형을 복원하여 물길을 추출

길인 흥덕동천의 유역면적이 2.247㎢, 유로폭도

한다는 측면에서 접목하여 분석한 것은 이 연구가

0.5~23.5m로 가장 크고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초라 하겠다.

이는 흥덕동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낙산의 미세지류

구체적 복원과정은 아래와 같다(<표 2> 참조).

들이 너무 가늘고 미세하여 각각의 유역과 유로로

수리수문 분석을 통해 20세기 초 한성부에 27

분석되지 않고 흥덕동천 하나로 분석되었기 때문

개의 유역과 유로(청계천 이북지역에 16개, 청계천

인 것으로 보인다.

이남지역에 11개)가 있었던 것이 분석되었다. 분석

또한 각각이 하나의 유역으로 분석된 청풍계,

된 서울의 27개 하계는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명칭

옥류동천, 누각동천, 사직동천, 경복궁내수, 경희궁

을 부여하였다. 문헌자료는 조선시대 도성 내 물길

내수는 모두 백운동천의 계류로서 이들이 합류되

에 관한 기록 자료인 「준천사실(濬川事實, 1760)」

어 흐르는 백운동천은 청계천 발원지이자 본류로

과 「한경지략(漢京識略, 1835)」, 「동국여지비고(東

서 가장 중요한 한성의 지리를 담당하는 지천으로

國與地備考, 1870년경)」를 비롯하여 「서울의 옛물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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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 역사도심 27개 미세물길 추출

Ⅳ. 생활권과 물길

Ⅳ장에서는 앞의 Ⅲ장에서 분석된 한성의 미세
물길 복원자료를 기초로 물길과 지형을 담은 자연
지리가 한성부 도시민의 삶과 생활에 어떻게 영향
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
한성을 형성하는 지리 구조와 물길은 자연스럽
게 한성부 도시민과 그들의 활동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활권역인 도시 행정편제를 결정하는 주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의 보이지 않
는 경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생활권역이다.
조선의 행정조직은 도성 안을 통할하는 오부(五
<표 3> 미세물길의 기하학적 특성
물길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백운동천
청풍계
옥류동천
누각동천
사직동천
경복궁내수
경희궁내수
삼청동천
대은암천
안국동천
옥류천
회동천
제생동천
금위영천
북영천
흥덕동천
정릉동천
창동천
회현동천
남산동천
이전동천
주자동천
필동천
생민동천
묵사동천
쌍이문동천
남소문동천

유역면적
(㎢)
1.187
0.179
0.621
0.145
0.555
0.194
0.361
1.626
0.273
0.308
0.750
0.787
0.128
0.095
0.550
2.247
0.534
0.302
0.571
0.397
0.154
0.325
0.454
0.027
0.922
0.263
1.224

유로 폭
(m)
5.5~16
0.9~4.6
1.5~16.6
1.4~4.5
0.6~6.8
1.1~2.2
1.2~2.7
5.1~18
0.6~5.1
0.6~3.1
0.6~6.1
1.1~2.8
1.3
0.7~3.8
2.5~8.3
0.5~23.5
0.8~9.2
0.7~3.7
0.4~3.0
1.6~5.9
0.4~3.2
1.4~11.2
1.3~29.1
0.5~1.7
1.4~13.1
0.9~7.3
1.1~18.1

部)로 구분하고 각 부 안에 방(坊)과 동(洞), 리(里),
평균고도 평균경사
(m)
( °)
79.31
10.53
109.55
18.32
117.74
17.79
97.19
16.23
55.84
7.61
42.80
1.78
43.08
4.45
103.66
13.47
73.74
10.70
34.40
1.97
33.20
4.44
34.31
3.45
47.24
5.33
29.75
1.03
61.01
8.81
46.64
6.88
33.62
2.43
41.31
3.71
54.90
7.11
60.77
8.93
32.07
2.70
84.32
11.75
66.80
9.13
28.07
0.95
85.30
12.42
33.94
3.83
58.47
7.84

계(契)를 두었는데 이들 행정편제는 많은 부분 도
시의 자연지리, 즉 도시의 구조에 의해 형성 변화
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권, 즉 행정적 물리
경계를 역사기록이나 지도 등의 사료에 기초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는 과정
은 의미가 있다.

1. 오부(五部)/오서(五署) 경계와 물길
조선 초 한성부의 행정경계는 도성 안에 오부
(五部)와 각 방(坊)을 두었으며 행정기능은 도시 관
리기능, 일반 행정기능, 사법기능으로 대별된다(고
동환, 1998: 89). 한성부의 5부(部)는 오늘날의 구
(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박경용, 1995: 15).
이러한 도시행정의 공간적 경계를 담고 있는 맵으
로는 1907년 한국총람의 「경성시가도」가 있다(<그
림 5> 참조).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그림 5> 한국총람의 「경성시가도」(1907)

지점으로 도시민의 필요(통행)에 따라 자연 발생된
동서방향의 도로로 조선 후기 고지도에도 표현되
어 있는 주요한 중로 중 하나이다. 이 자연발생적
도로는 북서(北署)와 중서(中署), 서서(西署)의 경계
가 되었다. 서서(西署)와 남서(南署)의 경계는 청계
천에서 이어지는 창동천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위의 분석을 기초로 조선 초 행정적 편의를 위
해 형성된 오서(五署)경계가 도시 내 지형과 물길
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시가도」를 살펴보면 오부(五部)가 아닌 오

2. 방(坊) 경계와 물길

서(五署)가 기록되어 있다. 한성부는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그것은 위치에 따

그다음은 부(部)의 하위조직이자 구체적인 도시

라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중(中)으로 나뉘게

공간의 동네생활권(행정차원의 최말단 조직(고동

된다. 한성부의 오부제(五部制)는 조선왕조 멸망 때

환, 1998: 47))으로 볼 수 있는 방(坊)의 구획과 도

까지 골격은 변함없이 갑오개혁 때 명칭만 서(署)

시 지형과 물길을 만드는 자연지리구조와의 관계

로 바뀌었다(박경용, 1995: 16). 따라서 1907년에

를 분석한다.

제작된 「경성시가도」에는 오서(五署) 경계가 기록
되어 있다.

방(坊)은 원래 중국의 도성 내부를 격자형 도로
로 구획하고 이러한 격자형 도로로 구획된 각 부분

오서(五署) 경계는 도시 내 지형에 의한 도로와

을 방으로 일컬었던 데서 유래된 것이다(고동환,

물길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중서

1998: 45). 한성부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中署)와 남서(南署)의 경계는 도성을 동서방향으로

에 이와 같은 격자형 도로를 기준으로 방을 구획하

가로지르는 청계천의 물길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였으나 주민들이 주거를 넓힐 요량으로 도로를 침

북서(北署)와 동서(東署)의 경계는 창덕궁의 경계가

범하였기 때문에 도로가 좁고 구부러져 초기의 격

영향을 주고 있지만, 창덕궁 입지 또한 창덕궁 좌

자형 도로 모습은 금방 훼손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측을 따라 흐르던 북영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

것이다(태종실록, 1407: 권 13. 첫 번째 기사).

이므로 북영천의 경계와 같다.

또한 동네 방(坊)이라는 한자가 땅(土)이라는 뜻

북서(北署)와 중서(中署), 북서(北署)와 서서(西

과 형태(方)라는 음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짐

署)의 경계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따라 형성된 구불

작할 때, 지형과 물길이 만드는 도시의 형태, 즉 사

구불한 동서방향의 도로(지금의 자하문로1길, 율곡

람들의 활동과 욕망과 관계하며 지형과 물길에 의

로)로 경계되어 있는데, 이는 분지형태의 한성부의

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네 형태를 보여주는 기록

북악산에서 내려오던 가파른 경사가 완만해지는

으로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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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행정방(行政坊)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와 규모가 조금씩 변화되었다. 家永祐子(2010)의

<그림 7>
한성부시가지도(1903)

<그림 8>
최신경성전도(1907)

「북촌 한옥마을의 서울학적 연구」에 따르면 조선
시대 한성부 북부 행정방은 태조 5년, 세종 13년,
중종 35년, 영조 26년, 정조 13년, 고종 4년, 고종
31년 시기별로 일부 방이 부활되거나 폐지, 신설
되거나 명칭이 변화하기도 하였다(家永祐子, 2011:
81~83).
이 연구에서 다루는 방의 경계는 매우 중요한 부
분이지만 조선의 정확한 물리적 방(坊) 경계에 대한

한성부의 방은 많은 부분 미세지형과 물길에 의

사료가 없다는 연구의 한계에 따라 그간 대부분의

해 경계 지어지고 있었다. 먼저 경복궁이 위치하고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1908년 경성시가도(박경

있는 지역인 북서(北署)를 살펴보면 통의방(通義坊)

용, 1995: 25)의 방 경계와 한성부시가지도(1903,

과 진장방(鎭長坊), 관광방(觀光坊)이 삼청동천(8)

경부철도주식회사제작)와 최신경성전도(1907)에 기

(<그림 9>의 8번 물길 참조, 이하 같음)에 의해 경

록된 경계기록을 참고하여 축척이 있는 최초의 지

계져 있고, 관광방(觀光坊)과 안국방(安國坊)은 안국

도인 1912년 지적원도 위에 방(坊) 경계를 올린 맵

동천(10)에 의해 경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 제작하였다. 그 위에 추출된 지형도의 자연 물

작은 물길로는 회동천(12)에 의해 가회방(嘉會

길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그림 9>1)를 제작하여 연

坊)과 양덕방(陽德坊)이 경계되었고, 제생동천(13)

구를 진행하였다.

에 의해 양덕방(陽德坊)과 광화방(廣化坊)이 경계
되었으며, 옥류동천(3)에 의해 순화방(順化坊)과 준

<그림 6> 경성시가도
출처: 박경용, 1995, 「개화기 한성부연구」, p.25

수방(準數坊)의 일부를 구분 지었다.
<그림 9> 자연물길형태(1915)와 유사한 방경계

1) <그림 9>의 물길번호는 앞의 <표 3>의 물길명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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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西署)는 경희궁내수(7)에 의해 인달방(仁達

3. 동(洞) 경계와 물길

坊), 적선방(積善坊)과 여경방(餘慶坊)이 구분되며,
정릉동천(17)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릉동

그렇다면 방(坊)이라는 행정체제가 600여 년 이

천의 유로와 유사한 형태의 방 경계가 여경방(餘慶

상 지난 오늘날 서울의 행정경계는 어떠할까? 시간

坊)과 황화방(皇華坊)을 구분 짓고 있다. 이와 유사

이 흐름에 따라 한성에서 서울특별시까지의 역사

하게 창동천(18)을 따라 서서부(西署部)와 남서부

의 변화처럼 도시의 모습과 경관 또한 완전히 변화

(南署部)가 경계졌는데 그 구체적인 방명칭은 양생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방(養生坊)과 회현방(會賢坊)의 경계가 된다.

사람들의 활동을 경계 짓는 행정경계, 행정조직,

중서(中暑)의 경우 관인방(寬仁坊)과 경행방(慶幸

또한 완전히 변화했을까?

坊)의 일부경계가 안국동천(10)에서 청계천까지 이

오늘날 법정동경계는 행정차원의 최말단 조직

어지는 물길에 의해 나뉘며 경행방(慶幸坊)과 정선

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방(坊)과 닮았다. 그러한 면

방(貞善坊)의 일부경계는 북영천(15)의 형태와 유사

에서 오늘날의 생활권역과 지금은 땅 밑으로 사라

하다.

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존재해 왔던 옛

동서(東署)지역을 관통하는 흥덕동천(16)은 숭교

물길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방(崇敎坊), 건덕방(建德坊)과 숭신방(崇信坊)을 구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성 내 한성부

하는 경계가 되었고, 옥류천(11)은 창경·창덕궁 터

였던 공간인 2020년 서울 종로구와 중구 법정동

와 연화방(蓮花坊)을 구분 짓는 방경계의 일부와 일

경계를 확인하였다. 지금은 도로로 변화한 과거 자

치한다.

연발생 지형을 기초로 도출한 물길형태를 중첩해

남서(南署)의 경우 훈도방(薰陶坊)과 성명방(誠明
坊)의 경계가 주자동천(22)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그림 9> 자연물길이 중첩된 방 경
계 지도를 확인하면 경복궁이 위치하고 있는 북서

보았다.
중첩 결과, 한성 이후 많은 역사적 시간의 중첩
속에서 도시의 물리적 모습, 물리적 경관은 변화했
지만,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사람을 관리하는 행정
영역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쪽의 수계와 방 경계가 많은 부분 불일치하고 있음

2020년 법정동 경계는 오랜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확인된다. 저자는 조선 초 경복궁을 비롯한 주

불구하고 대부분 앞에서 분석한 20세기 초 자연발

요 공공시설, 주작대로 등의 건설과 주작대로 양

생적으로 형성된 물길의 형태와 많은 부분 일치하

쪽의 주요 관서 건설과정에서 기존 물길 일부를 서

고 있었다.

측으로 밀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본다. 그와 함께

특히 물길방향, 유로형태를 만드는 남북방향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행정을 위한 경계와 조직

법정동 경계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

또한 변형된 물리적 물길 형태와 함께 변화된 것으

활권으로 구분된 채 아직까지도 도시공간을 형성

로 판단된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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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연물길형태(1915)와 유사한 동경계
(물길번호는 <표 3>의 물길명칭을 참조)

지어 현재는 복개되어 땅속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물길과 지형을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층을 이루는
등고가 마을 혹은 동네를 결정짓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Ⅴ. 공간구조와 물길

Ⅳ장의 도시민의 생활권역 뿐 아니라 인공적으
로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거나 결정짓는 물리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
활권(행정경계)도 더욱 세분화 되었는데 세분화 양

기반 요소들 또한 도시 내 물길과 지형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상은 물길형태인 남북방향의 행정구역을 여러 개
의 동서방향의 법정동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
게 된다. 분지형태인 서울 역사도심의 경우 수계가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이 남북방향의 물길
은 자연스레 동네를 구분 짓는 경계 역할을 하며
남북방향의 행정경계가 되었다.
동서방향의 경계는 지형의 영향을 받았는데 서
울 역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의 경우 북쪽
의 북악산(342m), 동쪽의 낙산(125m), 남쪽의 목
멱산(265m), 서쪽의 인왕산(338m)으로 그 높고
낮음은 다르지만 이들 산지가 둘러싸고 있는 산맥
이 평평한 지형으로 변화되는 지점(약 높이 35m)
에서 완만한 등선의 띠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동서방향의 행정구역은 이와 같은 자연
지형에 순응하며 등고를 따라 형성되며 세분화되
어 법정동의 경계를 형성하였다.
즉, 도시민들의 생활하는 동네의 권역인 법정동
경계는 거시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
는 미세한 땅의 형태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심

1. 도로 형성과 물길
먼저 한성의 도로 형성에 자연지리구조인 미세
지형과 물길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한
다. 실록을 비롯한 고문헌에서 한성부 도로 계획에
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는 한성부가 자연발생
적이고 유기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한성의 대로인 종로, 육조
대로, 남대문로 기록은 한성의 주요 계획 도로들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도성건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례고공기」의 도로계획에 관한 내용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례고공기2)」의 도로계획에 관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궁궐의 남문에서부터 서남쪽
중앙의 남문까지 대로를 낼 것”, “성내의 9개 남북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도로와 9개 동서도로를 낼 것(國中九經九緯)”, “성

따라 형성된 대로는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서 황

내의 북쪽에 공공시장을 두고 그 전면에 광장을 둘

토현까지로 한정된다. 이를 통해 한성의 도로형성

것(前朝, 後市)”이 그것이다(이우종, 1995: 193).

이 자연지형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한성부 도시에서 살펴보면 「주례고공

광화문에서 황토현까지 이르는 대로는 황토현 구

기」의 도로계획 원칙은 한성부 도시구조 일부에 독

릉을 평평하게 하지 않은 채 구릉을 빗겨난 지점까

특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다.

지, 곧 육조거리에서 남대문으로 바로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동쪽 운종가로 이어졌다가 종로네

<그림 11> 「경국대전」에 기록된 계획도로

거리에서 남대문으로 연결되어 정(丁)자형 가로체
계를 보이고 있다(이상협, 2012: 84). 또한 육조대
로는 북악과 인왕에서 시작된 백운동천과 삼청동
천 물길 사이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은 구릉에 위치
하며 남북방향으로 계획되어 상징가로의 위엄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입지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9개의 남북도로 와 9개의 동서도로
를 낼 것(國中九經九緯)”은 한성부에서 4대문 4소
문으로 변형되었다.
한성부 조영은 왕궁입지가 결정된 후 4대문, 4
소문의 입지가 선정되었는데 이들 중 동대문, 서대

먼저, 「주례고공기」 도로계획의 “궁궐의 남문에
서 서남쪽 중앙 남문까지 대로를 낼 것”의 내용은
한성부 도시공간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다만 그 계
획은 종로까지 연결되는 세종대로가 그 원칙을 따
르는 대로(大路)로 대신하고 있다.
지금의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솟
아올랐다가 정동과 청계천광장을 거쳐 무교동 쪽
으로 흘러내린 나지막한 고개(황토현)로 가로막혀
있었다.3) 지금은 그 지형이 사라져 알 수 없지만 원
래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지맥 중 하나로 흔히 황토
현이라고 불렸다(이상협, 2012: 83). 위의 원칙을

문은 동, 서쪽의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관계로 정동
(東)쪽과 정서(西)쪽으로 결정되었고, 북대문은 북
쪽이 험준한 북한산으로 둘러져 있어 북악과 낙산
사이 비교적 산세가 약한 곳으로 결정되었다. 남대
문은 남쪽에 목멱산이 자리하고 있어 지형이 평탄
한 남서방향으로 결정된 듯하다(이상협, 2012:
84). 이렇게 결정된 대문과 소문을 기초로 지형과
물길형태를 고려하며 중로와 소로가 연결되는 방식
으로 도로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 공공시장을 두고 그 전면에
광장을 둘 것(前朝, 後市)”은 궁궐 북쪽은 주산으로

2) 周禮考工記: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塗九軌, 左廟右社, 前朝後市, 朝市一夫
3) 서울신문, 2013.07.26. , “노주석 선임기자의 서울택리지-6.세종로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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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성대지도」에 보이는 대로와 중로
출처: 서울이천년사 13. 210쪽 재구성

<표 4> 「도성대지도」 물길형상을 따르는 중로
No
1

길(중로)
광화문에서 백운동천을 따라 종로 대로에
이르는 길

3

사직단에서 종침교를 지나 중학에 이르는 길

4

삼청동에서 동십자각에 이르는 길

8

안국동천을 따라 종로 대로와 연결되는 길

9

가회동천을 따라 종로에 이르는 길

10

성균관 동반수를 따라 내려와 관등을 거쳐
함춘원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

11 건덕방의 남북으로 통하는 길
16

둘러싸인 이유로 한성의 공공시장, 시전이 북쪽이

종로에서 군기시교를 거쳐 수각교 밑 남대
문로와 만나는 길

20 태평방에서 19번 도로에 이르는 길

아닌 궁궐 앞쪽 종로 양측에 위치하게 된다.
종로는 동대문과 서대문을 기초로 지세가 가장

22 남산 필동교에서 초전동에 이르는 길

낮은 청계천과 나란한 방향으로 청계천 북측으로

23 남산 쌍이문동에서 염초정에 이르는 길

계획되었는데, 육조대로는 궁궐의 남문에서 종로

개천 남쪽 청념위계에서 어청교를 지나 쌍
이문동에 이르는 길
남산 아래 남소문동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28
남정동에 이르는 길

까지 연결하되 남대문로는 황토현 구릉을 빗겨난
구릉 옆 지천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27

물길
백운동천
형상의 길
사직동천
형상의 길
삼청동천
형상의 길
안국동천
형상의 길
회동천
형상의 길
흥덕동천
형상의 길
흥덕동천
형상의 길
정릉동천
형상의 길
남산동천
형상의 길
필동천
형상의 길
쌍이문동천
형상의 길
쌍이문동천
형상의 길
남소문동천
형상의 길

위의 내용으로 볼 때 한성 도시구조와 형태를
형성하는 주요 도로계획은 「주례고공기」를 따르기

도성대지도의 남북방향 중로를 「지적원도」를

보다 지리적인 땅의 구조, 땅의 형태에 기초하고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이들 도로는 물길의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상을 따라 물길에 접하거나 한 두 필지 뒤에 형

이후 계획에 의해 형성된 대로 외에도 자연발생

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자하문로, 돈화문로, 성균

적으로 발달한 중로와 소로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

관로, 남대문로, 장충단로 등이 물길을 따라 형성

는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남북방향의 자연지형을

된 대표적인 남북방향의 도로이다.

따르며 물길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형성되었다.

그 외에도 물길 옆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측도

조선후기 중로, 소로의 모습이 잘 기록된 「도성대

로의 발달에 도성 내 내수가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지도」를 살펴보면 18세기 중엽의 28개의 중로와

미세지형을 따라 형성된 자연발생적 물길 옆 측도로

소로 중 물길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길은 13개에

는 경성부 「지적원도」 기준, 경성부 전체 하천 연장

이른다(<표 4>).4)

의 약 62%에 달한다(고아라, 2018: 167). 물길을

4) <그림 13>의 도성 내 중로로 추정되는 길(청색)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 4>로 정리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따라 형성된 측도로는 사람들의 이동을 위한 통과

선의 지형적 흐름과 수계를 고려하여 지금의 자리

도로이자 생활도로였던 것이다.

에 위치하게 되었다.
주변 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궁궐 내 고
도를 활용하여 궁의 경계를 결정하였고 주변을 흐

2. 궁궐·관아 입지와 물길

르는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을 자연해자로 활용하기
도 하였다. 고도를 활용하여 대은암천을 궁 내부로

한성은 유교적 사상아래 중국의 주례에 기초하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이수로 사용하였고 침수피해

여 도시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요하게 고려되었던

도 막았다. 경복궁에서 사용한 배수로는 백운동천

도시의 물리시설은 수도의 통치시설인 궁궐이었다.

과 연결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켰다.

궁궐은 도시의 주요 통치시설로 대규모의 필지
가 필요한 건축물로 그 입지에는 땅의 형상과 산과
물이 만드는 풍수지리사상, 음양오행 사상이 함께
고려되어 형성된다.

이궁인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로 불리며 조선
시대에는 하나의 궁궐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궁궐터는 경복궁과는 달리 자연지형 고도차
가 상당히 있던 곳으로 응봉 산맥의 일부에 위치하

내사산으로 경계 지워진 조선의 수도 공간 내에

였다. 이궁궐터는 좌측 북영천과 우측 옥류천으로

는 모세혈관처럼 가늘고 미세한 물길들이 서로 연

경계 지워진 곳에 입지하며 그 설계상 북영천을 담

결되어 있었으므로 대규모 궁궐이 놓일 능선은 많

장 안으로 끌어들여 궁내의 배수로 역할을 동시에

지 않았다. 그중에서 비교적 미세한 물길이 없는

하도록 설계되었다.

북악을 주산으로 하여 펼쳐진 능선 끝에 대형필지
를 평탄하게 닦아 경복궁 입지로 정하였고, 북악

<그림 14> 백운동천, 삼청동천과 경복궁 입지

동측 줄기 능선을 따라 형성된 대규모 대지를 이궁
터로 결정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3> 북영천, 옥류천과 창덕·창경궁 입지

북영천은 창덕궁 북쪽 응봉 아래줄기 골짜기에
서 시작되어 계곡 수들과 합류되어 창덕궁 담장 안
쪽으로 흐르면서 경추문에서 인정전 우측의 선원
전과 규장각 사이를 흘러 금천교를 거쳐 종묘 쪽으
조선의 법궁, 경복궁은 북쪽 북악산 기슭의 평

로 흘렀다. 옥류천은 후원 옥류천에서 발원하여 창

탄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다. 경복궁은 북악을 주산

경궁 옥천교를 지나 선인문 옆 수구를 통해 궁 밖

으로 하여 풍수지리에 의하여 북악의 나지막한 능

으로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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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내수 모두 궁의 입지 선정과 궁궐의 수원

<그림 16> 정릉동천과 경운궁 입지

이자 배수로로 활용되어 궁의 운영에 도움을 주
었다.
경운궁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궁궐은 아니다. 대
한제국기 고종에 의해 환어되면서 새로운 궁궐이
되었는데 1900년 초에 작성된 「map of seoul」5)
에 경운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15>).
<그림 15> map of seoul
출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수궁의 입지가 결정되었고 이 물길은 궁궐 내 생활
용수와 배수로로 이수와 치수역할을 하였다. 이후
이 물길은 도로로 복개되며 덕수궁길이 되었다.
조선의 대표 통치 건축인 궁궐의 입지는 도시계
획의 매우 중요한 도시형태 요소였다. 이러한 궁궐
입지는 다양한 의견과 풍수지리에 기초하였지만,
결정에 있어 지대하게 미친 영향이 도시 내 미세지
형과 지형을 따라 흐르던 물길이라는 사실을 부정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발생적 지리 구조에 순응하
며 한성의 모습이 갖추어진 결과 이들 궁궐이 오늘
날까지 오랜 시간 도시 내 자리하며 역사를 지속하
고 있음은 사실이다.

경운궁 터는 임진왜란 직후 정릉동 주변의 집과

또한 도시 통치시설 궁궐 외에도 필수적 도시

주택을 궁궐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

관리시설인 관아(官衙)들의 계획에도 물길이 밀접

리던 곳으로 이후 왕비의 재정을 담당하던 궁방으

하게 관계하고 있다.

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물은 도시의 필수요소였기에 도시 관리시설들

경운궁 또한 풍수적으로 산을 등지로 물을 끌어

은 물길과 인접하며 입지하고자 하였으며 도시의

안는 자리로 경운궁 남쪽으로 낮은 구릉(지금의 정

자연물길을 상·하수시설(이수와 치수)로 활용하기

동일대)이 위치하며 궁과 구릉 사이를 흐르던 정릉
동천(내수)이 흐르고 있었다. 이 물길을 경계로 덕

도 하였다.
조선시대 주요 군영(軍營)인 북영과 금위영이

5) 영국의 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에서 발행한 「Transaction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합본 6권 중 제3권의
부록(1:12.500)으로 정사각형의 방안 81개 안에 도성 안팎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그렸다. 지명, 도로, 건물, 산하 등은 한글과 한문으로 정확
하게 표기하였다.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대표적인데, 이들 시설은 북영천, 금위영천 근처에

조선의 출납을 관장한 관청인 선혜창(宣惠倉)은

입지하며 시설 운영에 물길을 활용하였다. 그 내용

창동천, 조선의 궁궐과 관서의 종이 등을 보관하던

은 물길명칭(북영천, 금위영천) 기록으로 도시공간

관아인 장흥고(長興庫)는 장흥동천으로 장소성이 남

의 역사가 남았다.

았다. 신을 판매하던 점포인 이전(履廛)은 이전동천

그 외 교육시설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조

으로 활자의 주조를 관장하던 관서인 주자소(鑄字

선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동서반수(東西泮

所)는 주자동천 근처에 입지하며 시설명칭이 주변을

水)로 둘러 싸여진 구릉 위에 자리하고 있다. 성균

흐르던 물길 명칭으로 기억되고 있다.

관은 물길을 피해 적당한 입지를 정했고 성균관이

위의 <그림 17>은 「도성대지도」 위에 조선후기

입지한 후 주변을 흐르던 물길은 공부하는 곳을 칭

지천 주변에 입지하며 관계 맺고 있는 궁궐을 비롯

하는 학교 반(泮)을 따서 동반수(東泮水), 서반수(西

한 공공 시설물의 위치와 물길을 따서 표기한 맵이

泮水)로 불리웠다.

다. 오랜 역사를 지닌 조선 시대 동안 일부 관아의

학당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경복궁 동

입지가 변동하기도 하였지만 조선후기 「도성대지

측을 흘러내리던 삼청동천 하류에는 조선시대 주

도」에 기록된 관아의 입지를 기준으로 볼 때, 조선

요학당이던 중부학당(中部學堂)이 위치하고 있었

후기 많은 통치시설 및 공공시설물이 자연지형과

다. 중부학당을 줄여 주로 중학(中學)이라고 불렸는

물길형태에 순응하며 입지가 결정되었고 특별한 인

데, 이 명칭을 따서 중학 옆을 지나던 삼청동천의 하

공기술 없이 공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물이라는

류 물길을 중학천(中學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필수적 요소의 공급과 배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방식으로 물길과 주변에서 이수와 치수로 활

<그림 17> 도성대지도의 궁궐·관아 입지와 물길

용하며 도시공간의 형태를 갖추어 나갔음을 추측
할 수 있다.

3. 도시개조와 물길
한성의 자연지리인 지형과 물길은 도시의 물리
적 구조인 도로형성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국면
앞 대규모 변화의 흐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한성 내 물길은 근대화와 일제강점이라
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국면에서도 도시의 물
이 밖에도 조선후기 공공 창고 및 관청과 같은

리적 기틀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데 역할을 한다.

도시관리 시설들도 물길 옆에 입지하여 물길을 치

일제강점시기 도시 내 물길은 경성을 개조하고

수와 이수로 활용되었고, 장소성이 물길 명칭으로

통치하기 움직임의 지리적 제약이자 큰 걸림돌로

남겨졌다.

작용하였다.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경성을 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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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통치 권력을 담은 시구개수사업을 통해 도

경성부 시구개수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목적에

시공간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의한 개수 순서를 제외하고 지천과 겹치지 않는 노

1912년 발표된 ‘경성부시구개수개정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로개수를 통해 도심부를 네모반듯한

선 혹은 지리적 제약이 크지 않은 도로를 우선적으
로 개수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태로 개조하고자 하는 총독부의 의지를 추측할

급기야 1919년에는 통치중심을 기존의 중심지

수 있다(염복규, 2016: 23). 그러나 한성이 갖는

인 경복궁의 위치로 옮겨오며 경성부내의 지형과

지리적 제약은 계획안을 실행시키는 데 생각보다

물길 등의 지리 구조를 고려하여 변경된 개수 변경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

안이 발표되었다. 변경 개수안에는 물길과 많은 부

경성부의 계획대로 도시 내 미세물길을 모두 복

분 겹쳐지는 방사형 도로가 빠졌다. 물길과 지형이

개하고 바둑판 모양의 도시공간으로 개조하기 위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

해서는 첨단의 복개공사기술과 동시에 막대한 공

성부 내를 형성하는 도시 내 지리 구조는 도시개조

사비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일본식 시구개수를 방

의 걸림돌이었음은 분명하다. 이후에도 경성부 도

해하는 큰 요소 중 하나였다.

로개수는 기존 한성의 도로를 확폭하거나 정비하

1912년 경성부 시구개수계획안이 드러난 지도

는 정도의 개수만이 이루어진다.

인 「경성부명세신지도」를 살펴보면 개수개정을 계

또한 도시개조의 하나로 이루어진 상하수도 공사

획하고 있는 도로의 많은 부분이 지천이 흐르는 부

는 도로개수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위

분과 만나거나 교차하고 있다(<그림 18>).

생문제 차원에서 볼 때 도시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더욱 시급한 대규모 도시개조사업 중 하나였다.

<그림 18> 경성시구개정계획안과 경성부 내 물길교차점
(1914 경성부명세신지도 재구성)

경성의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초기부
터 대대적인 상하수도 개수사업이 계획되었다. 시
구개수와 복개(상하수도 건설)는 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의 미세지형과 물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어려움은 결과
적으로 예산부족 때문에 경성 상하수도 건설 계획
의 미실행으로 나타난다.

“하수의 개벽과 수도관의 이설 등 공사비
를 견적해보면, 1300만 원 예산이 더 소요
되므로 현재의 총독부 재정상 어려운 일”
(매일신보 1912. 11. 8.)
「경성부사」의 경성시구개정 개수노선 일람표

일제강점 초기 조선총독부는 특수한 경성의 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271)를 참고하여

리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공사를 계획하였던 것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같다. 그러나 지리 구조가 갖는 도시 개조에 대한

약 6개년에 거쳐 이루어진 경성 1기 하수 개수

제약은 대대적 도시공간의 변혁 측면의 물길복개

공사는 청계천 이북의 7개 물길(5개 간선),청계천

공사를 미루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남의 9개 물길(10개 간선)의 일부 구간에서만 공

결국 1912년부터 계획된 하수개수공사는 6년

사가 이루어졌다.

이 지난 1918년에야 이르러 비로소 5개년 계획으

이후 2기, 3기, 4기의 하수개수공사를 거쳐 서

로 공사비 총 60만 3,000원(이 가운데 국고보조

울특별시기까지 시간이 흐르며 도시 내 모든 물길

30만 1,500원, 지방비보조 7만 5,000원, 부비부담

은 땅 아래는 상하수도관으로 땅 위는 도로로 변화

금 22만 6,500원)으로 물길 복개공사가 시작된다.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하수관거와 도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 경성 하수도 건

형태 또한 오래 전 물길이 흐르던 도시공간의 물길

설 사업은 재정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이

형태와 유사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구조

고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암거와 개거

역사, 도시층위의 역사로 남아 있다(<그림 19>).

방식의 하수공사방식 중 개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또한 지리 구조에 반하는 도시계획 폐해
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아라, 2018:
116-117 재구성).

Ⅵ. 결론

하수도 전체를 땅속에 묻는 암거방식은 매우 작
은 물줄기에나 적용했으며, 물줄기가 거대한 지리
제약이 큰 물길은 암거대신 땅을 덮지 않는 개거방

연구를 종합해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 역사

식으로 공사되었다. 즉, 경성1기 하수개수공사는

도심은 자연지리(지형과 물길)에 기초하여 형성되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길 중 비교적 지리적

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성부 내에는 지형에 기반을

제약이 덜한 물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정치적

둔 27개의 유역과 유로가 있었으며 이러한 땅의

의도가 결합되어 공사의 우선순위를 계획한 것으

구조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생활권역(행정경계)과

로 보여진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구조(도로, 궁궐, 관아)의 형성

<그림 19> 하수관거도
출처: 경성부하수개수상황일람, 기후현국립도서관

에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했다. 또
한 지형과 물길이 갖는 강력한 지리적 힘은 오랜시
간 도시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강력한 도시개조의 요구에도 급격한 도시 공간구
조 변화를 막음으로써 오랜시간 땅의 조직과 옛길,
옛 물길의 흔적이 층층이 남겨진 오늘날의 역사도
심 서울의 공간구조와 경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한성은 자연발생적 지리구조가 강한 힘을 가진
특별한 도시이며 이 지형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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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오늘날 서울 역사도심에 이르는 도시 공간과
경관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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