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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은 각 시대별 정치적·경제적·사회

적 중요도에 따라 주의 깊게 유지되어 활용되거나 훼철되어 본래의 기능

과는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경희궁의 원형 전각들을 복원하고자하는 시

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복원 사업은 계속해서 무산되었다. 경희궁의

원형복원은 경희궁 전각들의 훼철 이후에 생겨난 도시조직과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의 한계와 보존사업의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난

항을 겪으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있어 현실적 적합성과 실천적

가능성을 고려한 경희궁지의 보존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희궁지 보존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서 역사

도시경관의 개념은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은

문화적·자연적 가치와 속성이 적층된 결과로 이해되는 도시지역을 말한

다. 역사도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변화를 현대도시가 겪

는 필연적인 속성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시대의 역사가 중첩된 장소를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이라고 정의하며 경관적 접근

(landscape-approach)을 통해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주

요 골자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희궁지를 시대별 흔적이 남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도시경관으로 보고 그에 따른 대안적 보존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의 도시보존 방향은 다음과 같은 관점

을 갖는다. 첫째,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유산의

원형의 시기뿐만 아니라 가까운 과거까지의 도시변화과정에 주목한다.

둘째, 경희궁지의 물리적 공간변화 과정 외에도 대상지에 남아있는 무형

의 가치요소를 포함하여 보존대상으로 설정한다. 셋째, 보존방향의 설정

에 있어서 개별 문화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시대별 역사적 층위가 존재하는 도심

부 역사지역인 경희궁지를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 고찰해 본 결과, 경희

궁지에는 경희궁 외에도 그에 버금가는 중요한 유·무형의 역사적 가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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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확인되며, 이는 경희궁의 원형에 버금가는 미래 유산적 가치를

지니는 보존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시조직 보존

계획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경희궁지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있

어 기존의 역사도심지나 기념물군의 물리적, 개념적 범주를 넘어 더 넓

은 차원의 도시적 맥락과 지리적 바탕을 고려하여 기존의 도시보존 논의

와는 차별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보존원칙인 역사도시경관의 관점에서 실천적 보존방향

을 고찰했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도심 역사지역의 보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역사도시경관, 도시보존, 경희궁지

학 번 : 2015-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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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의 상징성 부각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를

통해 역사문화환경1)을 개선하고자하는 시도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서울

은 압축적 경제성장시기를 거치면서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더 가

치를 두고 변화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울 정도 6백년

을 앞두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서울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

기 시작했고, 기념사업 중 하나로 경희궁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경희궁은 조선시대 5대궁궐 중 하나로 광해군대에 창건되어 280여 년

동안 조선의 대표적인 왕실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대별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규모의 축소, 지형 변형,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 등 물리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조선 후기 양궐체제2) 속에서 이궁으

로 사용되었던 경희궁은 현재까지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다고 있

다. 그 이유는 근현대의 역동적인 시대상황과 새롭게 재건되는 도시공간

의 맥락 속에서 복원된 궁궐이라는 점 때문이다.3) 경희궁 공간변화의 계

기가 된 것은 고종 대에 경복궁 재건을 위해 대부분의 전각이 이축되면

서 부터이다.4) 빈 공터로 남게 된 경희궁지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경

1)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2) 조선시대의 궁궐은 ‘양궐체제’를 방식으로 택하여 왕이 정규적으로 임어(臨

御)하는 ‘법궁(法宮)’과 부득이한 상황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거처를 옮길 목

적으로 지어진 ‘이궁(離宮)’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홍숭민,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1996)

3) 홍숭민,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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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학교, 전매국 관사 등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섰고, 남아있던 몇몇

전각들마저 이전되어, 궁궐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1980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전각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

은5) 경희궁지를 사적 제271호로 지정하면서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하

지만 이미 경희궁지의 옛 영역이 많이 축소되어 복원되어 남아있는 경희

궁지는 훼철되기 전 면적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추진한 경희궁지 정비계획은 장기적으로는 토지

매입을 통해 경희궁지 옛 영역의 원형복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6)

이러한 계획은 토지매입의 한계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며 잠

정적으로는 중지된 상태이다.7)

경희궁지와 같이 도심에 위치한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논의에 있어

문화유산의 원형복원과 도시계획 및 개발 사이에 상충되는 문제, 즉 과

거의 역사와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시공간 사이에서 대립되는 가치를 다

루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문화유산의 보존방식

에서 벗어나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기회로 인식하는 대안적 보존방

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보

존원칙인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은 문화유산의 보존 대상을 기념물에서 경

관의 개념으로 확장한 결과로 나타난 보존개념으로 도심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방식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4) 은정태, “고종시대의 경희궁:훼철과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4호,

2009.2

5) 경희궁의 전각들이 모두 훼철되거나 이전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적 가치를 인정하여 사적지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경희궁 복원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6) 2013년에 수립된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은 1단계 계획인 서울시립미술관 이

전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문화재청이 전국의 문화재 보존을 위

해 집행하는 연간 예산은 2000억 정도로 정비계획보고서 상에 명시된 계획 실

행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는 경희궁

원형복원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7) 박세준, “말로만? 좌초 위기 경희궁 복원사업”, 『주간동아』,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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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경희궁 위치도 

    [그림 1-2] 경희궁지의 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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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아무 흔적도 없는 백지가 아닌 이상 먼저 살다 간 세대가 남긴

문화유산 위에 덮여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8) 경희궁지는 시대별 역사적

층위가 누적된 도시공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

도를 통해 도심 문화유산 보존의 범위를 기념물에서 경관의 개념으로 인

식하는 역사도시경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도시공간에서 적층된 시간의

켜를 고려한 도시 보존방식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조선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에 집중한다.

첫째, 경희궁 창건 이후 현재까지 도시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경희

궁지의 물리적 공간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경희궁지를 다

양한 시간의 켜가 적층되어 드러난 도시공간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경

희궁지의 공간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 강조

하는 시간이 적층되어 드러난 도시공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바

탕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시도는 경희궁지 역사도시경관의 의미를 동시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천적 보존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보존 가치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의 도시공간에서 경희궁지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현실적 적합성과 실천적 가능성이 담보된 보존방향을 도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고 나서, 단

순히 노스탤지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9) 본 연구는 경희궁지의 공간 변화의 특

성과 경희궁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양립하기 힘든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

등을 기회로 인식하는 대안적 보존방식으로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의의

와 한계를 고찰하고 도심 역사지역 보존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8) 윤홍기, 『땅의 마음』, pp.23

9) John Dixon Hunt, 『Historical Ground』,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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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희궁이 창건된 조선 중기 광해군대에서 현재

까지로 설정한다. 경희궁의 훼철로 인해 옛 경희궁 영역에 드러나지 않

은 다층적인 시간의 켜가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의 보존방식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또한 경희궁지의 보존방식에는 어떤 시사

점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희궁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인 서궐

도안10)에 기초해 작성한 예상 복원도를 기준으로 경희궁의 옛 영역 전

체로 설정한다. 현재 경희궁지의 문화재 영역은 101,221.50㎡로 경희궁

원형 면적인 230,000㎡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 경희궁 원형의 복원도는

경희궁지 일대의 현재 지적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정

한 경희궁지의 옛 영역 전체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먼저 문화유산 보존 개념과 이론

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보존원칙인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 대해 고찰

한다. 이후 대상지인 경희궁과 관련된 기초자료11)를 통해 경희궁 창건

이후 현재까지 경희궁지의 공간변화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역사도

시경관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대상지의 역사적 층위를 살펴보고, 보존방

식의 쟁점을 도출하여 역사도시경관의 관점에서의 보존방향을 제안한다.

10) ‘서궐도안’은 19세기 후반 경희궁 궁내 전각 배치가 흑백 먹선으로 기록된

등감삼각도 지도이다.

11) 경희궁과 관련한 기초자료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고문헌자료, 경희궁지

정비계획 보고서, 발굴관련자료, 사진자료 등이 그것이다. 고문헌자료로는 조선

왕조실록, 궁궐지, 한경지략, 동국여지비고, 승정원일기, 서궐도안, 궁중기록 및

과거 지적도 등이 있다. 기초자료의 목록은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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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목

고문헌자료

조선왕조실록

궁궐지

한경지략

동국여지비고

승정원일기

경덕궁수리소의궤 

서궐영건도감의궤 

경성부사

경희사림

지도
서궐도안

조선지형도

기존 수립계획

경희궁지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경희궁 영조 훼철관련 사료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경희궁 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

발굴관련자료

정비 복원을 위한 경희궁지 발굴조사보고서(1차, 2차)

숭정전, 자정전 회랑, 태령전지, 

집경당 서울교원복지회관 등 발굴보고서

경희궁 복원을 위한 전각 배치에 관한 연구

[표 1-1] 경희궁지 관련 기초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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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특정 대상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소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경희궁지는 1970년대 서울고등학교의 강남 이전과 함께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경희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서 학계와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경희궁 역사에 관한 학문

적인 연구는 경희궁이 사적지로 지정된 이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경희궁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건축사학, 고고학

분야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경희궁과 관련한 연구는 조선시대, 대한제국

기, 일제강점기 등 특정 시기의 경희궁 궁궐 건축 및 공간구성과 공간변

화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구명 연구자 주요내용

대한제국기 이후 경희궁의 변화

과정 연구
박희용(2009)

조선시대 궁궐의 의미를 파악하고 

근현대사의 변화를 통한 경희궁의 

변화과정을 살펴봄

광해군 대의 경덕궁(경희궁) 창건 홍석주(2009)

경덕궁(경희궁)의 건립배경 및 건축

과정을 통해 경희궁 창건의 건축적 

의미 고찰

고종시대의 경희궁

- 훼철과 활용을 중심으로-
은정태(2009)

고종 대 경희궁의 훼철과 그 활용

을 살펴봄으로써 경희궁 훼철과 관

련된 일반적인 인식의 오류를 비판. 

근대 국가수립과정에서의 궁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고종대 경희궁

의 의미에 주목 

경사지형 활용의 관점에서 살펴

본 경희궁의 배치에 관한 연구

김정미 외

(2015)

경사지형 활용의 관점에서 경희궁

의 배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희

궁의 입지적 특징이 가지는 궁궐배

치의 특징 파악

[표 1-2] 경희궁 역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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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전근대 조선시

대부터 근대기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두고 진행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도시재건 과정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정

미 외(2015)의 연구는 경사지형 활용의 관점에서 경희궁의 배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희궁의 입지적 특징이 가지는 궁궐배치의 특징을 파악하

였다. 이를 통해 경희궁의 독특한 배치형태가 지형조건과 큰 관련이 있

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경희궁 관련 연구는 경희궁의 역사와 궁궐의 특

징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국제보존원칙인 ‘역사도시경관’에 관

한 논의는 주로 보존개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의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5년 유네스코

비엔나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을

정리하는 권고문이 채택되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

는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인 역사도시경관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다소

미비한 상황이다.12)

국내에서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연구는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문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역

사도시경관과 관련한 연구는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문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보존개념과 원칙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역사문화경관의 관점에 입각하여 특정 도시공간을 연

구한 사례로는 채혜인(2012), 서영애(2016)의 연구가 있다. 채혜인(2012)

은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의 개념에 집중하여 이론의 변천과정

을 살피고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 의거하여 서울 서촌 역사지역의 보존

방향을 도출하였다. 서영애(2016)는 서울의 대표경관인 남산을 대상으로

12) 역사도시경관이 개념화되기 전부터 역사지역의 면적보존에 관한 연구는 ‘역

사환경’ 혹은 ‘역사문화환경’이라는 개념어와 함께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환경’이나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재의 주변 경관으로서 역사경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다양한 가치요소들이 중첩되어 나타

난 역사경관으로 정의되는 ‘역사도시경관’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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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을 반영하여 다층적으로 해석하였다.

연구명 연구자 주요내용

역사정원'에서 '역사도시경관'까지: 

문화유산으로서 경관보존 개념의

변천특징에 관한 연구

채혜인(2012)
국제보존원칙에서 경관보존의 

대상과 개념의 변천과정 연구

문화유산국제보존원칙의 역사도시

경관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방향 

-서울 서촌을 사례로-

채혜인(2012)

서촌을 대상으로 역사도시경관

의 개념에서 실천적 보존방향  

도출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남산

-산,공원,도성의 다층적 관점으로-
서영애(2015)

남산을 역사도시경관으로 보고 

산, 공원, 한양도성이라는  다

층적인 관점에서 고찰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세종대로 (구)

국세청 별관 부지 설계
서영애(2015)

세종대로 (구)국세청 별관을 대

상지로 역사도시경관의  관점

에서 설계 주요 개념과 전략 

도출

남산 회현자락 설계 공모 출품작

에 대한 역사도시경관적 분석
서영애(2015)

남산 회현 자락 설계 공모 수

상작을 대상으로 역사도시경관

의  관점에서 분석

[표 1-3] 역사도시경관의 개념과 보존경향에 관한 연구

역사도시경관과 관련한 연구는 역사도시경관 보존의 쟁점사항을 도출

하고 이를 특정 대상지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역사

도시경관의 관점에서 실천적 도시보존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

구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경희궁지 역사의 다층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현대까지 설정했다는 점이다. 경

희궁의 원형이 남아있던 전근대 조선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가까운 과거

까지로 설정하여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도심 문화유산의 실

천적 보존방향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적층된 시간의 켜를 고려한 도시보

존 방식의 의의와 한계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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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화유산 보존의 관점에서 본

역사도시경관의 개념

제 1 절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과 이론

현대의 문화유산 보존 원칙은 유럽적 전통과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문

화유산 보존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으로, 20세기 초반

까지 크게 두 가지의 보존이론이 제시되었다.

프랑스의 건축사학자 비오레듀크(Eugene Emmanuel Viollet le Duc)

는 문화유산 보존활동에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인류가 보다 적

극적으로 문화유산의 손상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과학적

접근을 통해 모든 건물과 부재들을 하나의 우세한 양식으로 통일하여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보존방식에 있어서 양식

적 통일은 후대에 이루어진 보존행위의 흔적을 무시하여 수많은 문화유

산들이 변형되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된다.

반면, 존 러스킨(John Ruskin)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현

재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이나 개입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러스킨은 복원(restoration)을

가장 나쁜 파괴행위로 규정하면서 죽은 자를 회생시킬 수 없듯이 건축물

에 있어서도 그것이 간직했던 위대한 모습이나 아름다움을 회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 양식적 통일을 위해 모든 건물과 부재들을 하나의 우세한 양식으로 통일하

여 적용해야 한다는 보존이론을 주장하였고, 이는 1840년대 파리의 노트르담 사

원의 복원과정에 적용되었다.

14) William Morris, "The P rinciples of the Society(for the P rotection of

Ancient Buildings) as Set Forth upon Its Foundation" Builder 25, 1877; 서정

호,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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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840년대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양식적 통일을 위한 

복원(좌),

훼손된 상태로 보존된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우)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전쟁 속

에서 파괴되고 약탈되었다. 기존의 보존이론들은 훼손된 문화재를 다루

는 데에 많은 한계를 지녔으며, 기존 이론의 장점을 취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의 이론들이 전개

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에는 보존이론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 분야가 독

립적인 전문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보존의 분야도 재질분석, 각종 환

경 및 상태조사, 보존처리 기술 및 재료의 개발 등의 연구 분야에 따라

세분화되면서 과학적인 접근방식이 강조되었다.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이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과학적 접근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방식들이 시도되었으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또한 강조

되었다.

폴 필립보(Paul Phillippot)는 현대 보존이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로 과학기술적인 접근과 역사적·인문학적 접근을 들었는데, 과학기술적

인 접근 보다는 역사적·인문학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필

립보는 유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안에서 마

치 화석과 같이 전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보존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활

용’을 전재로 한 문화재 보존이론을 제시하였다. 필립보는 “보존이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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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넓은 의미에서 일상에서 마주치는 과거의 문화적 작품과의 살아있

는 접촉(living contact)이라고 할 수 있다”15)고 규정하였다. 19세기와 20

세기를 거치면서 여러 학자들은 문화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론을

정립해 나갔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산 관련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

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문

화유산이란 한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상징가

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활용’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

이나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활용은 기본적으로 대상물의 능력이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

제로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활용이란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신이 지닌 역사적·예술적·학

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적극적인 보존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되었다. 보존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도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

역사회가 문화적·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과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원형유지는 사회환경

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보존방식의 요구에 유연한 대처능력을 필요

로 한다. 보존의 유형으로는 보존(preservation), 복원(restoration), 보전

(conservation), 재조립(reconstruction), 전용(adaptive reuse), 재건축

15) “The word preservation-in the broadest sense, being equivalent in some

cultures to conservation or restoration-can be considered, from this point of

view, as expressing the modern way of maintaining living contact with

cultural works of the past,” Philippot P., “Historic preservation: philosophy,

criteria, guidelines”, 1996, p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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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 복제(replication)등으로 다양하다.16) 문화유산의 원형유

지를 위한 보존이 원래의 양식, 재료, 기법의 구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짐에 따라 보존 방식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전용

이 공간의 개조를 통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

듭나게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복제를 통해 유물의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활용을 위한 유형으로는 문화재와 관

련한 상품 판촉(promotion), 재건(rehabilitation), 이용(utilization), 개조

(remodeling)등의 방식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유형 내용

보존 유적의 물리적 상태 유지하는 것

복원
현 유적의 형태학적 발전의 이전 단계였을 물리적 상태로 현 유적을 

되돌리는 것

보전
유적의 계속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적의 실제적 구

성 재료에 대한 외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

재조립
유적의 보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유적이 있던 원래의 장소나 새로

운 장소에 기존 유적을 새롭게 조립하는 것 

전용

유적이 건축되었던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 환경 속에서 달라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부는 

가능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새로운 사용 환경에 맞도록 고쳐서 유적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

재건축 이미 사라진 유적을 원래의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

복제 남아있는 유적을 그대로 다시 만드는 것 

[표 2-1] 문화재 활용 유형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2007

16)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2007, p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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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심 문화유산 원형보존의 한계

국내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시 ‘원형 복원’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17) 복원의 결정에는 기준연대 설정, 장소, 구조 재현, 타당성 검토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적의 복원은 어떤 특정시점을 복원

의 기준시점으로 볼 것 인지와 부분 복원 또는 전체 복원 등 방식의 결

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18)

경희궁과 같은 전통 궁궐건축의 경우 원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하나는 배치계획의 원형이고, 둘째는 가구법의 원형이고, 셋

째는 부재의 원형이다.19) 이 중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배치계획의

원형이 될 수 있다. 궁궐의 경우 개별 건물은 배치계획에 귀속되기 때문

에 개별 건물의 가구법의 원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간의 구성과

그 속에서의 사람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복원의 문제는 우선

적으로 배치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20) 건물이란 독립적 대상물

이 아니고 경험적인 부품인 것이다. 개별 전각이 가지는 가치보다는 궁

궐의 권역별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이를 연결하는 동선체계의 구성과 형

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문화유산의 원형복원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진정성’은 중요한 개념

으로 다뤄진다. 1994년 일본의 나라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는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형태보다는 무형의 가치와 기

술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관하여 발표하였

다. 복원은 아주 특수한 예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1)

보존과 복원의 목적은 문화유산의 계승의 의미를 유지 부각시키는 것이

고, 진정성이란 문화유산의 속성(양식 및 디자인, 재질과 물질, 활용과

17) 문화재 보호법 제 3조

18)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사적 복원 매뉴얼』, 2016

19) 김성우, “건축 문화재 복원의 동향과 방향,” 『한국건축역사학회』9호, 2000,

pp.81

20) 김성우, 앞의 글. pp.84

21) 유네스코, 리가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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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전통과 기술, 장소와 설치, 정신과 감정 등)이 성실하고 정화하게

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문

화유산의 복원이 일반적으로 과거를 정확히 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면서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대재난에 처했을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서 복원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2)

22) 강대일,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과 개념이론,” 『보존과학지』19호,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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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역사도시경관의 개념과 접근방식

도심 문화유산의 보존은 기념물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면서 보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도시화 현상과 그에

따른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로 인해 도심 문화유산 보존에 위협이 제기되

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보존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과 진화에 따라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었고, 문화유산을

도시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문화유산의 경관적 접근방식은 도시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구조, 연결

성, 자연형태와 환경, 사회적·문화적 가치들을 고려한 보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은 문화유산의 주변부에서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이자 관리

방식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역사정원(Hisotircal

Garden)’, ‘문화경관(Culutral Landscape)',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의 흐름으로 발전하였다.

‘역사정원’은 경관의 기념비적 문화재 개념에서 시작하여 경관의 인

문·사회학적 개념이 강조되는 ‘문화경관’으로 발전하였고, 문화경관이 담

는 일상의 경관에서 ‘여러 시대가 중첩된 결과’로 정의되는 ‘역사도시경

관’으로 진화했다. 이는 보존 대상이 살아있는 경관(living landscape)을

넘어 일상의 경관(everyday landscape)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다.23) 경관보존의 개념은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유산을 대상으로 그 진

화과정을 존중하는 보존방식이 필요해졌음을 보여주며, 인공적인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중첩된 유산으로 경관을 보존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역사도시경관이란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들이 역사적으로

중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을 말하며24),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은 사회 문화적 가치, 경제적 과정, 다양성과 정체성에 관련된 유산

의 무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 기념물의 보존보다는 도시의 변

23) 채혜인·박소현,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개

념

24)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문, 20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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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관리 방법을 제안하며 그 변화 양상도 의미 있는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역사도시경관이란 생태적인 맥락에서 건물, 구조, 오픈스페이스

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기념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환경으로

서 인간 정주지를 구성하는 장소, 역사, 과학, 미학, 사회문화, 생태적 가

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5) 현대적 보존이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

라, 현대 사회의 가치변화에 기본적인 특성을 두고 현존하는 문화적, 물

리적, 환경적 자원의 잠재적인 범위 안에서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의 접근방식 

Ÿ 도시의 자연적・문화적 인적 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및 맵핑

Ÿ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보호하고 그 가치들을 전달할 속성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여적 계획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

고 일치시킬 것 

Ÿ 사회-경제적인 압력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할 것

Ÿ 도시 유산 가치와 그것들의 취약성 정도를 폭넓은 도시 개발 지침(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킬 것. 그것은 곧 계획과 디자인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이행에 있어 조심

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유산 지역에이 지침을 제공할 것임

Ÿ 보존과 개발을 위한 행위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Ÿ 보존과 개발의 성격을 띠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위한 적절한 지역 관리 프레임워

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한 민간과 공공의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다양한 

활동들의 조정을 위한 매커니즘을 개발할 것

[표 2-2] 역사도시경관의 접근방식

자료: http://whc.unesco.org/en/cities/

25)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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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역사도시경관은 문화적·자연적 가치와 속성을 적층

된 결과로 이해되는 도시지역을 말한다.26) 이는 대상지의 지형, 지질, 수

문 및 자연요소, 건조환경, 인프라, 오픈스페이스 및 정원, 토지 이용 패

턴 및 공간조직, 인식과 시각적 관계, 도시구조물의 다른 요소들을 포함

한다. 역사도시경관의 접근방식은 인간 정주환경의 질을 보존하고, 도시

공간의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향상시키며, 그 역동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기능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7)

구분 내용 특기사항

유형적요소

자연적요소  지형지세, 수문

변화를 드러내는 역동적

상태를 표현

역사적 중첩 상태를 표현

유·무형의 요소가 결합되

어표현

문화적요소

역사적·현대적 건조환경, 지상

과 지하의 기반시설, 오픈스

페이스와 정원, 토지이용형태

(패턴)와 공간조직

무형적요소
문화적요소

인식과 시각 사이의 관계, 사

회적이고 문화적인 관행과 

가치, 경제적과정, 다양성, 정

체성, 과거의 토지사용, 역사

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의

미, 뚜렷한 전통 등 거주민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요소

인적요소 지역 내 활동, 사람들의 행위

[표 2-3]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따른 보존 대상 요소

자료: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의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채혜인

역사도시경관은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맥락에서 건물, 구조, 오픈스페

이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기념물로 나타나며, 이는 곧 오랜 시간에 걸

쳐 형성된 도시환경으로서 인간 정주지를 구성하는 장소적, 역사적, 과학

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포함한다. 또한 토지 이용이나 기

반 시설 외에도 현재 그리고 과거의 사회적 표현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을 포함한다. 도시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기능적인 사용,

26)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 권고문, 2011, 제1조 8항

27) 유네스코, 위의 문서, 2011, 제1조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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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치적 맥락, 경제적 개발의 변화 양상에 따른 구조적인 간섭을

도시전통의 일부로 인정한다.

실천적 보존행위에 적용 가능한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도시의 자연,

문화, 인력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맵핑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로는 통합적인 계획과 디자인을 이행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보존과 개발

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28) 역사도시경관적 접근은 실존하는

원칙이나 보존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건조 환경 보

존의 결합을 위한 도구로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도시경관의 접

근은 역사적 중층성의 인식, 비전의 다양성과 오랜 전통으로부터 전해

오는 방법론으로 이해해야 한다.29)

28)Veldpaus, L, A. P. Roders and B. J. F. Colenbrander, 『Urban heritage:

Putting the past into the future. The Historic Environment』, 2013,

pp.3-18; 서영애 ,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세종대로 (구)국세청 별관 부지 설

계,” 『한국조경학회지』 44호, 2016, pp.109. 재인용.

29) Bandarin, F. and R. Oers, 『The Historic Urban Landscpae: Managing

Heritage in Urban Century』, 2014; 서영애 ,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세종대로

(구)국세청 별관 부지 설계,” 『한국조경학회지』 44호, 2016, pp.1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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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희궁지 공간변화

제 1 절 조선시대 경희궁 창건과 입지적 특성

임진왜란으로 조선시대 궁궐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선조 대 말년에

서 광해군 대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궁궐들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광해

군은 법궁이던 경복궁 대신 창덕궁과 창경궁을 재건하면서 동궐 궁역을

형성하였고,, 새문동 일대에 서별궁인 경덕궁30)을 새롭게 지으면서 양궐

체제를 성립하였다. 경희궁은 인왕산 자락 아래 한양 도성의 서쪽 끝부

분인 돈의문 안쪽에 자리하였는데, 경희궁 터는 도성과 맞닿은 곳이어서

공간이 협소한데다가 지형이 고르지 못하여 궁궐을 건설하기에는 비교적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

경희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사직단

[그림 3-1] 수선전도에 나타난 경희궁의 위치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30) 경희궁은 창건 당시 ‘경덕궁(慶德宮)’으로 불렸으나, 이후 영조 대에 ‘경덕

(慶德)이 원종의 시호인 ’경덕(敬德)‘과 음이 같다고 하여 ‘경희궁’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영조실록 95권, 영조36년 2월 28일 계묘 2번째기사) 이하

경희궁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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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이미 정원군의 집에 왕성한 기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그 집을 빼앗아 경덕궁 터로 삼았다.31)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이 취약했던 광해군32)은 왕건 강화에 집착하

였고,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궁궐 건축을 재위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진행

시켰다.33) 경희궁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광해군 당대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비롯해 도시의 체계적 구축, 왕실시설의 기능 보완 등의 영건 목

적이 있었을 것이다.34) 경희궁이 영건되기 전 새문동 일대는 종친과 사

대부의 집, 관청들이 산재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일대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대부 가옥이 조성된 장소였을 것이다. 경희궁의 궁궐을

조성할 당시 공역의 수고를 덜고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규

모를 갖춘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담장을 쌓아 경계를 먼저 지은 뒤, 기

존 건물을 수리하여 궁의 건물로 흡수시켜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성하였

다. 또한 궁역에 민가가 많이 포함되자, 거주민들에게 새로 옮겨 살 수

있는 빈터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집이 궁 담장 안에 들어온 사대부에

게는 품계를 올려주었다.

광해군은 경희궁의 창건을 속행하였고, 경희궁 창건 후 조선후기 280

여 년 동안 영조, 정조, 현종 등이 즉위식을 가지고 여러 왕들이 거처하

며 조선 후기 이궁으로서 그 위상을 가졌다. 순조 29년(1829) 경희궁에

화재가 발생하여 내전의 일부 전각들이 소실되었지만 이후 다시 재건되

었다. 당시의 복원과정을 기록한 ‘서궐영건도감의궤’를 통해 경희궁 개별

전각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남아있으며, 경희궁 궁궐 전체

31) 『광해군일기』 97권, 1615년 11월 17일

32) 임진왜란 때 왕세자로 책봉되어 후계자 검증을 받긴 했지만 광해군은 선조

의 후궁인 공빈 김씨의 소생이어서 정통성 부분에 취약했다. (신병주, 『왕으로

산다는 것』)

33) 홍석주, “광해군 대의 경덕궁(경희궁) 창건,” 『서울학연구』 34호, 2009,

pp.3

34) 김정미 외, “경사지형 활용의 관점에서 살펴본 경희궁의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31호, 2015, p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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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은 ‘서궐도안’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3-2] 경희궁의 원형을 보여주는 서궐도안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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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종 대 경희궁 위상의 변화

경희궁은 조선후기 280여 년 동안 이궁으로 경영되어 왔지만 고종 초

기 경복궁 중건을 계기로 경희궁의 위상에 변화가 생겨났다. 1868년(고

종 5년) 경복궁을 중건하고 고종이 경운궁(현재의 덕수궁)으로 이어 하

면서 경희궁 양궐체제는 끝이 났다.

서궐 내에는 숭정전, 회상전, 正心閤}, 思賢閤}, 흥정당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헐 었다. 목재를 가져오니 다수가 썩었다. 이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서 나인간[內人間]과 각사의 건조에 사용하

였다. 이날부터 궁궐의 뜰에 깔린 石과 층계석을 뽑아내어 먼저 

광화문 役所에 사용하였다.35)

경복궁의 중건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의 마련을 위하여 경희궁의 전각들

이 대부분 훼철되었다. 그로인해 공궐로 변화된 궁터는 4궁에 분배되어

경작지로 사용되었다.

[그림 3-3] 고종대 4궁에 분배된 경희궁역과 남은 전각들

자료:“경희궁 영조 훼철관련 사료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2004

35) 『경복궁 영건일기』 (서울대도서관 소장); 은정태, “고종시대의 경희궁-훼

철과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4호, 2009, pp.1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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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 들어 경희궁의 빈 터는 정부의 문명개화 정책 추진의 시험

장으로 주목받게 된다. 경희궁의 빈 터에는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뽕나

무 숲을 만들었다. 이는 이후 경희궁이 ‘뽕나무 궁궐’로 불리게 된 계기

가 된다. [그림 3-4]에서 보이는 큰 건물은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이며,

곳곳에 일부 전각들이 남아있고 빈터에는 뽕나무가 열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3-4] 뽕나무로 덮인 경희궁지

자료: 『서울풍광』

뿐만 아니라 빈터로 남겨진 경희궁은 관병식 등의 대규모 황실행사를

위한 공간으로도 주목받았다. 관병식은 국내외, 특히 서구 열강들에게 대

한제국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1899년 6월 11일 덕국

(독일) 친왕인 하인리히(Heinrich)의 내한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

되었고, 이는 대한제국이 출범한 이래 최초이자 최고의 국빈 방문이었

다.36) 이후 한 차례의 관병식이 더 계획되는데, 이는 1902년 고종황제

어극 40년과 망육순 기념행사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건

들을 통해 경희궁이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그 위상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6) 『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도시건축에 대한 연구』, 서

울학연구소; “대한제국기 이후 경희궁의 변화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34호,

2009, pp.1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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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제강점기 경희궁지의 축소 및 변형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 총독부는 근대적 도시

계획을 목적으로 1912년 11월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을 발표했다.

총독부의 도시 개수 계획은 경성의 중심부인 북부와 일본인이 대거 거주

하고 있던 남부를 연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되었으며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기까지 유지되어오던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구조를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고 우선 도로를 시찰하여 정정유조하면 그 

나라의 풍화와 정치는 가히 문명으로 판단할지며 (중략) 이번에 

당국에서 각지 시구를 개량키로 계획한 중에 우선 경성의 도로를 

직선으로 사통오달하여 정정유조케 하여 일대 모범을 보인다 하니 

이는 총독이 조선을 계발하는 노심노력에서 나옴이라.37)

경성시구개수의 목표는 정도 서울을 격자형태의 근대적인 도시구조로 바

꾸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총 29개의 노선 중 제4노선으로는 동대문-종

로-경희궁 앞까지 이르는 일명 서대문통38)의 도로개수사업이 계획되어

1914년 7월 착공했다. 경희궁지의 남측을 지나는 이 노선은 도심부의 격

자형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진 않았지만 경성의 서부 외곽 관선인 독립문

통과 도심부를 연결하는 노선이었다.39)

이듬해 진행된 공진회40) 개최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경희궁지

의 남쪽 경계부를 지나는 이 노선은 1914년에는 연말까지 개수 예정선

측량만 완료하고 이듬해 초부터 부지매수 교섭을 시작했는데 공진회 일

정에 맞추어 8월 말까지 가공사만 완료할 예정이었다. 서대문통을 직선

37) “사설: 시구개정”, 『매일신보』,1912.11.7.;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

생』, 2014, pp.23 재인용

38) 서대문통은 현재의 새문안로이다.

39)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2014, pp.35

40) 1914년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라는 이름의 박람회를 개최하여 식민통

치 5년간의 도시개수사업 내용을 전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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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는 과정에서 서대문은 그대로 두고 도로를 개수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가 결정되었다.41) 공진회의 개최시기에 맞

춰 1915년 6월에 서대문은 철거되었다. 식민통치 5주년의 성과를 과시하

고자 했던 총독부는 경성 도심부에 격자형 도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그

들이 과시하려했던 가시적 ‘치적’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2) 경희궁지의 옛 영역은 총독부의 도시개수과정에서 경희궁

전각들의 훼철 이후에도 유지되어 오던 경희궁지의 남쪽 영역이 축소되

게 되었다.

[그림 3-5] 서대문통(새문안로)의 개수공사 이전(좌)과 이후(우)의 모습

자료: 『서울풍광』

이 시기 경희궁의 용도도 크게 변화하여 대한제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빈 터로 남아있던 경희궁지에서

는 근대문명의 상징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각종

학교의 봄·가을 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인 연주회나 여자 외국 유학

생 환국 환영회, 한일인친목회 발기인 대회, 총동창회 등이 그러한 예이

다.43)

또한, 1910년 경성중학교가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의 자리에 들어서

41)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2014, pp.36

42) 은정태, “고종시대의 경희궁 훼철과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34호,

2009, pp.115

43) 은정태, “고종시대의 경희궁 훼철과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34호,

2009,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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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경희궁은 궁궐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숭정전은 조계사

로 옮겨졌고, 이후 동국대학교가 불교전문학교로 설립되면서 동교의 구

내로 옮겨져 현재까지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44)

1922년 6월에는 경희궁의 동쪽 21,500평이 총독부의 관사시설 부지로

매각되어 그 자리에 전매국 관사45)가 들어서게 된다. 전매국관사부지 설

계도와 1927년 경성시가도를 살펴보면 경희궁 동쪽 영역에 관사 건물들

이 확인된다. 이후 해방 후까지 변동이 없다가 해방 후 현재와 거의 동

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전매국관사 도면과 현재 지적도 중첩

자료: 국가기록원, 필자 재구성

[그림 3-7] 1927년 경성시가도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이후 축소된 경희궁지에는 또 다른 공간적 변화가 생겨나다. 1937년

11월 17일 일본칙령 제661호로 방공법 조선시행령에 의해 일본과 동일한

방공법이 적용되고, 일본이 세계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공권과 운동장

등이 방공호 시설과 연계되어 설치되는 것으로 정해졌다.46) 경희궁의 침

전권역이 있던 자리에 방공호가 들어서게 되는데 1944년도부터 시작된

공사는 해방과 함께 미완성으로 남게 되어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44) 지방문화재 숭정전 옛모습대로 새단장, 『경향신문』, 1976.1.7

45) 조선총독부 전매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에 설치된 조선총독부 소속의 관청이

다. 담배, 소금, 인삼, 아편, 마약류의 전매 사무를 관장하던 시설이다.

46)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1994, pp. 311-338;“대한제국기 이후

경희궁의 변화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34호, 2009, pp.9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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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경희궁역 내의 방공호 위치(좌)와 내부 모습(우)

자료: “대한제국기 이후 경희궁의 변화과정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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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경희궁지 공원기

해방 이후 1946년 3월 5일 경성중학교의 시설이 남아있던 경희궁지에

는 서울공립중학교가 개교하였다. 6년제였던 서울중학교는 각각 3년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개편됐고, 경희궁의 터에는 서울중학교와 고등학교

가 자리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 강남개발과 함께 교육시설들이 대거

강남으로 이전되면서 서울중·고등학교의 이전계획이 세워졌다. 1977년

서울시는 서울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되 그 중 경희궁터가 있던 1만여

평은 매입자 측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경희궁을 복원하고, 나머지 영역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78년 서울시는 경희궁지 매각 공개 입찰을 시행했고, 현대그룹이

110억원에 입찰하여 낙찰되었다. 현대그룹은 사옥신축을 위해 여러 차례

건축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경희궁의 복원과 학교 이적지에 인구집중시설

이 들어설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47) 서울시 당

국의 반대와 사회적 우려 속에서 1985년 염보현 서울시장은 경희궁을 도

시 공원 녹지 확보 차원에서 현대그룹으로부터 다시 매입하였다. 1985년

6월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경희궁지는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경희궁 복

원계획과 시민공원계획이 확정되면서 경희궁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

는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였다.

47) “경희궁 옛서울고자리 현대로부터 사들여”, 『매일경제』198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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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986년 경희궁복원 및 공원계획도

자료: 『매일경제』, 1986. 7. 1

이후 차례로 흥화문과 숭정전이 복원되면서 경희궁의 옛 모습을 찾아

가기 시작했다. 계획당시에는 옛 경희궁 전각들을 모두 복원하여 도시공

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궁궐의 터 확인과 완전한 복원이 어렵다는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만 되살리고 나머지 부지에는 시립박

물관과 시립미술관이 계획되었다. 해당 시설의 건립이 역사유적을 훼손

하고 경희궁 원형복원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계획이라는 전문가들의 비

판과 사회적 우려가 있었지만 1997년 완공되어 현재는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시설로 쓰이고 있다.

경희궁지가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총 3차례의 공원계

획이 수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식생의 대부분이 변형되었고, 현재는 일부

수목이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희궁의 원형이 있을 당시의 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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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는 어렵다. 서궐도안에 표현된 자연림의 상태는 침엽수가 많이

보이만, 현재는 경희궁지의 지형적 특성상 자연림과 인접한 구역이 많아

아카시아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10] 경희궁지 식생현황도

자료: 경희궁 종합정비계획, 2013 

[그림 3-11] 1986년(좌), 1996년(우) 식재 계획도

자료: 경희궁 종합정비계획,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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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경희궁지 공간변화의 관리

경희궁지 공간변화의 제도적 관리가 시작된 것은 경희궁지가 사적지

로 지정이 된 이후부터이다. 경희궁지는 도시계획법48) 상 도시지역, 일

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도시철도, 역사

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경희궁지에 적용되는 공공 계획

및 사업으로는 국토 기본계획 아래 2015년『역사도심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되었으며, 서울시와 종로구는 2013년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사직1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수도시환경

정비사업’,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2018년 현

재 경희궁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5.1.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2013년 서울시와 종로구가 진행한 ‘경희궁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경

희궁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경희궁지에 대한 원형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여 향후 경희궁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경희궁지 내에 있는 시설들

을 이전하여 경희궁의 전각들을 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

으로는 경희궁지 동측영역의 단계별 토지매입을 통해 경희궁의 원형복원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의 추진계

획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경희궁의 공간에 대한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에

관여한다. 도시계획법으로 1962년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었고, 2002년 제6655호

에 의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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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실행여부

단기계획

(2013~2022)

시립미술관경희궁분관철거(2015) ○

서울역사박물관주차장을시립미술관분관위치로이전 ×

박물관 주차장 이전 후 편전(흥정당), 침전(화상전, 복전) 

복원
×

주변 토지매입 후 흥화문 이전복원, 숭정전 주변 권역과 

내행각 권역 정비 , 옛 성곽담장 복원하고 토지매입
×

돈의문복원(2015)

돈의문성곽전면복원(2022)
×

중기계획

(2023~2035)

서울역사박물관, 교육청, 서울복지재단, 기상청 이전 

계획  수립
×

경희궁  문화재구역의 옛 경계 정비(주변 토지 매입 

2단계)
×

발굴조사 후  건축물 복원, 내행각의 어도 복원 ×

장기계획

(2035년이후)

경희궁 전체 복원 ×

경희궁지옛영역단계적토지매입수립및발굴조사 ×

[표 3-1]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사업 추진 내용

자료: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2013.01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가장 첫 단추인 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철거

이후에는 더 이상 이행되지 못했다. 돈의문 복원 및 돈의문 역사공원 조

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화재청은 당초 계획대로 복원하기 어렵게 됐다

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희궁지 정비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음을 공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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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역사도심 기본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심부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하고

자 서울시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의 도시계획과 도심부에 대한 각종 문화·교통·주거·산업·환경 관련 사업

및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각종 정책 수립 시 도심부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이 된다. 이에 있어 역사문화보존, 도심주거, 산업경제, 교통경제, 보

행환경, 환경정비 등의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도성지역을 계

획의 범위로 하고 있으며, 7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 7개의 권역 중 ‘세종대로 주변지역’의 범위에 경희궁지와 관련

한 지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희궁지의 장기적 원형복원을

고려하여 경희궁지 옛 영역 범위 내에서 개발을 진행할 시에는 기존지형

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절성토를 제어하고 있으며, 옛 영역에 포함되는 경

희궁지 동측의 주거단지는 도시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이 관

리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침은 경희궁지 일대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

성을 인지하고 현재의 지역 특성을 유지 및 보존해가기 위한 관리지침으

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경희궁 동측영역 지구단위계획

에서도 역사도시기본계획을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49)

49) 종로구, “경희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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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역사도심 기본계획’ 경희궁구역 관리지침

자료: 『역사도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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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공원 제도

경희궁지는 사적지임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경희궁지는 1985년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차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역사공원50)으로 변경되었다. 역사고원

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

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51) 역사공원은 시설율의 제한

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경희궁지 역사공원의 공간구분은 크게 문화재공

간, 운동공간, 편익공간, 휴게공간으로 나뉜다. 경희궁지 전체 면적에서

문화재 공간의 비율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면적은 60%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 외에도 경희궁 옛 영역을 구분하는 궁장을 따라 3개의 근린공원이

분포하여 있다. 궁장을 따라 조성된 월암근린공원, 내수1·2근린공원은 각

각 2006년과 2002년도에 주변지역의 택지개발과정에서 남겨진 자투리땅

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조성되었다. 월암근린공원은 한양도성의 복원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공원으로 현재 체력단력시설과 야외 음악당이 조성

되어 있다. 내수1·2근린공원에는 복원된 궁장과 함께 휴게시설들이 조성

되어있다.

50) 역사공원은 도시공원 종류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제도적으로 구분된 주제공

원의 한 종류이다. 도시공원의 역할은 시대별로 그 의미가 진화해 왔으며, 이에

맞춰 도시공원 종류의 제도적 기준 또한 변화해 왔다. 2005년 10월 1일부터 기

존의 도시공원법을 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시대

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성격의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었다. 공원녹지의 유형은 세분화되어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어 구분

되며,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

농업공원이 있다.

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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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경희궁지 일대 공원녹지

공원명 공원구분
공원면적

(㎡)

공원보유시설

(운동시설)

공원보유시설

(편익시설)
지정고시일 관리기관명

내수1공원 근린공원 2392.1 체력단련시설 음수대 2000-03-09 종로구청

내수2공원 근린공원 2192.2 체력단련시설 음수대 2000-03-09 종로구청

월암공원 근린공원 10662 체력단련시설 야외음악당 2006-08-31 종로구청

경희궁공원 역사공원 100930 체력단련시설 자판기, 음수대 2009-05-28 종로구청

[표 3-2] 경희궁지 일대 도시공원 개요

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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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문화재 보호법과 등록문화재제도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중

요무형문화재,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민속문화재)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 자체의

현상변경 행위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

위로 나뉜다.52) 경희궁지는 1980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271호로 지

정되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53) 주변 지역 100m

반경 내에는 현상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림 3-14] 경희궁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자료: 문화재청

52) 문화재보호법 제35조

53) 문화재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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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허용 기준

공통사항

Ÿ 건축예정지역(동측) 건물건립 시는 사전에 유구 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결과 유구가 확인되면 보존토록 함.

Ÿ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구역(서측)
Ÿ 건물신축 불가
Ÿ 기존건물 개보수 허용

2구역
(동측)

①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3층)

②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5층)

③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7층)

[표 3-3] 경희궁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자료: 문화재청

5.5. 경희궁지 일대 발굴조사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관련된 논의는 90년대 초 본격화되었다.54) 경희

궁지의 사적지 지정이후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을 재건하기 위해 시작

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총 25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됐다.55) 그중 경희

궁과 관련된 유적이 발굴된 곳은 총 8곳으로 대부분이 복토되어 민간개

발이 진행되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발굴 유구를 전시한

곳은 총 4곳이 있으며, 그중 2곳에서는 발굴 유적을 노출시켜 전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곳에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다소 소극적인 전시방식

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4)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기존 문화재 보호법 내에 규정

되어 있다가 2010년에 제정되어 분법 되었다.

55) 경희궁지의 자세한 발굴조사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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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발굴조사는 지하에 묻혀있는 시대별 역사적 층위의 확인과 경희

궁 원형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경희궁지의 전반

적인 발굴조사는 경희궁지에 있는 역사적 가치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존

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발굴조사는 막대한 비

용과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지 모를 발굴조사를

위해 최대한 현상의 파괴로부터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가능

한 보존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5] 경희궁지 주변 발굴조사 완료 구역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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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역사도시경관으로서 경희궁지의 보존

제 1 절 경희궁지의 역사적 다층성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은 도심 역사지역의 보존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한 시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보존 논의에 시

사점을 제공한다. 역사적 다층성은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다. 조선시대 이래로 경희궁지는 시대별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나타내는 유·무형의 경관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경희궁지에는 경희궁

외에도 근현대 시기를 거치며 생성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이 존재한

다. 이들 또한 경희궁에 버금가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경희궁지에 나타나는 다양한 시대별 가치요소를 살피는데 앞서 경

희궁지에서 일어난 공간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양궐체제 아래 이궁으로 쓰이던 경희궁은 각 시대별 정치

적·경제적·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주의 깊게 유지되어 활용되거나 훼철되

어 본래의 기능과는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왕조국가인 조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 중 하나였던 경희궁의 위상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고

종대 경복궁을 복원하면서부터이다. 경복궁의 복원 과정에서 목재 조달

을 위해 대부분의 전각들이 훼철되었고, 이후 경희궁지는 빈터로 남아

경작지로 활용되거나 문명개화의 상징이었던 운동회, 군사 퍼레이드 등

의 국가적 이벤트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쓰임새를 보

였다. 경희궁지는 도심부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과 대부분의 전각들

이 사라지고 남은 넓은 규모의 대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후 경희궁지는 일제의 근대 도시개발사업인 시구개수사업으로 인해

경희궁지의 남쪽 경계부가 축소되었고, 동쪽 영역은 전매국 관사부지로

지정되면서 경희궁지의 영역이 대거 축소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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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과 경희궁의 정문이었던 흥화문 마저 각각 조계

사와 신라호텔로 이전되면서 경희궁의 모든 전각들은 훼철되었다. 경희

궁의 정전인 숭정전이 있던 자리에는 경성중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해방

이후 경성중학교의 시설들은 서울고등학교의 시설로 쓰이게 된다. 1980

년 서울고등학교의 강남이전과 함께 경희궁지는 사적 제271호로 지정되

었고, 2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쳐 숭정전권역과 주출입문인 흥화문이 복원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과거 경희궁의 옛 영역에는 다양한 시대

별 역사문화자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시대별 경희궁지의 공간변화과정

을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경희궁지의 공간변화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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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경희궁지의 변모과정

자료: “경사지형 활용의 관점에서 살펴본 경희궁의 배치에 관한 연구,” 2015,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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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지의 역사적 장소성은 조선시대에 창건된 경희궁에 뿌리를 두

지만 이후 격동적인 시대상황과 더불어 공간이 크게 변화되어 다양한 시

대별 흔적이 남게 되었다. 지상의 역사적 건조물이 사라지고 도시화가

진행된 현재의 경희궁지 동측영역을 포함한 경희궁의 옛 영역을 시간이

적층되어 형성된 도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은 도

시의 변화과정 또한 보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경희궁지의 보

존방식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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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경희궁지의 역사적 다층성

자료: 필자 작성



- 46 -

제 2 절 경희궁지의 가치요소

2.1. 유형적 가치요소

2.1.1 경희궁의 복원 전각 및 궁장

경희궁의 원형이 복원되어 남아있는 곳은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 일

대와 궁장56)이 있다. 현재 복원되어 남아있는 경희궁의 전각들은 1985년

경희궁지 사적지 지정 이후 복원된 것들이다. 복원된 경희궁의 전각들은

과거 경희궁의 역사적 흔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요소로 볼

수 있다.

현재 복원되어 남아있는 전각들은 정전인 숭정전, 편전인 자정전, 영

조의 어진을 보관하던 태령전이 있다. 그 외에도 비록 원래의 위치는 아

니지만 경희궁의 정문으로 쓰이던 흥화문이 있으며, 흥화문을 지나 궁내

전각에 들어서기 전에 금천을 건너기 위해 놓여진 금천교가 있다. 그 외

의 다른 전각들은 새롭게 들어선 시설들과 상충되어 원형을 복원하지 못

한 실정이다.

궁장은 경희궁을 하나의 독립체로 구분지어 주는 중요한 건축요소이

다. 전근대 사회에서 궁장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였다. 일차적으로는 보

호의 기능을 하며 궁의 안팎을 구분지어 궁을 하나의 독립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경희궁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궁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다.

56) 궁장은 궁궐을 둘러 싼 성벽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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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경희궁의 현존 궁장

자료: 필자 작성 

현재까지 남아있는 궁장의 원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희궁의 옛 영역

의 동측에 해당하는 내수동 110-21번지(내수동교회)에서 신문로2가

1-101번지(성곡미술관)의 일부 구간에 한하여 복원을 해 놓은 실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궁장은 신문로2가 1-110번지(성곡미술관)의 북측구간에

117m를 시멘트 블록담장에서 전통담장으로 복원하였고, 내수동 110-21

번지(내수동교회)에서 신문로2가 1-101번지(성곡미술관)까지 160m 구간

의 궁장을 복원 하였다.57) 또한, 신문로2가 1-96번지(서광종합개발)에서

1-158번지(썬타워) 동측 114m의 궁장 훼손부 부분을 복원하였다. 경희궁

지의 동측을 제외한 서측, 남측, 북측은 민가, 기상관측소, 서울시교육청,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과 접하고 있으며 경계는 시멘트 블록담장이나 메

쉬펜스로 되어있다.

57) 종로구,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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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근현대 건축유산 및 문화시설

경희궁지 일대에는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근대유산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개화기를 시작점으로 현시점에서 60여 년 전까

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문·사회·지리·환경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문화재이다.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 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

조물 및 시설물의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은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하고 있다. 보존

해야할 문화유산의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국전쟁 이후 현대문화유

산까지의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다. 유산이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에 전승해야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함이라

는 관점에 입각해서 본다면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문화유산도 미래유

산으로서의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보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근대문화유산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

로 체계적인 조사나 문화재적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훼손되어가고 있

는 상황이다.58) 이러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자 2001

년 등록문화재 제도를59)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경희궁지의 옛 영역

내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근현대 시기의 역사건물들이 곳곳에 자리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어 활용되는 문화유산

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다양한 근현대 건축유산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도

외시되거나 보호에 소홀한 경향을 보인다. 경희궁지에서 발견된 근현대

58) 서울연구원,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

안』, 2009

59)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허가위주의 기존

지정제도와 구별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에 기초한 시고 위주의 제도로 등록

문화재의 외관보존을 보호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부의 수리는 외관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활용을 통한 보존을 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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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시설은 서울기상관측소, 방공호, 성곡미

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있다.60)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의 외

연이 확장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온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3 오픈스페이스 및 공공공간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 오픈스페이스 및 공공공간은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본다.61) 오픈스페이스는 도시 특성을 브랜드화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경희궁지의 경우 경희궁의 옛

영역 안팎으로 4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희궁지 역사공

원 외에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일반적인 근린공원의 기능을 하

고 있다. 월암근린공원과 내수 1·2근린공원의 경우 위치적 특성을 고려

하여 역사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역사공원 제도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

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의 역사공원들은 시설율 제한이 없어

역사테마와는 무관한 공원시설들이 들어서있으며 그로인해 근린공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문화재가 있는 경우 문

화재와 이원적으로 설계되어 역사공원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0) 개별 근현대문화유산의 자세한 설명은 부록 참고

61)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2005,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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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경희궁지 일대 오픈스페이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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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형적 가치요소

2.2.1. 경희궁 원형의 궁궐 배치 및 자연조건

경희궁은 돈의문 안쪽 인왕산자락에 자리하게 되면서 조선의 다른 궁

궐에 비해 비교적 협소하고 좁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조선왕조 궁궐

조영의 원칙이 되는 직선의 외조삼문 구조가 적용되지 못하게 된다. 경

희궁에는 경복궁에서 보이는 직선형의 구조와는 달리 외조-치조-연조

영역이 변형되어 적용되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 현재 실체가 확인 가능한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왕실공간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도 그 배치법과 건축적 양상이 같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62) 평지에

영건된 경복궁의 경우 중국 고대의 궁궐의 원형적 규범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원형적 규범은 모든 궁궐에 적용되기에는 한계를 가졌으며, 부

지의 조건에 맞게 궁역의 배치와 규모를 조절하는 등의 변용을 통해 적

용되었다. 조선시대 궁역 배치의 규범인 삼문삼조의 구성은 각각 문으로

구획된 영역을 가지며 바깥에서부터 외조-치조-연조의 순으로 직선 배

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조는 왕이 세상과 직접 대면하는 공간이

며, 치조는 일상적인 정치행위의 공간이고, 연조는 평시의 연거를 위한

공간이다. 이러한 직선배치는 경복궁과 같이 부지가 평지라는 전제조건

을 가졌을 때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넓고 평평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복궁이 이미 영건된 상황에서 창덕궁, 창경궁, 경

희궁과 같은 이궁은 충분한 규모와 형상의 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희궁은 한양 도성의 서편, 돈의문 안쪽에 입지하여 부지의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인왕산의 자락에 위치하여 대지가 협소하고 지형이 고르

지 못하여 궁궐과 같은 대규모의 건축군을 입지시키기에는 불리한 조건

62) 조재모, “동궐의 궁궐운영 경험과 서궐의 계획,” 『서울학연구』, 2016,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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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었다. ‘새문동 왕기설’에 의한 당대 광해군의 정치적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궐로

불리는 창덕궁·창경궁과 대비를 두어 서궐영역을 형성하기 위함도 있었

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입지하게 된 경희궁은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궁궐의 배치가 독특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경희궁 창건 당시의 지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지형

을 기준으로 역추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희궁의 원지형을 추

정해 본 결과 경희궁의 지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가장

서쪽의 숭정전-자정전이 있는 편전 영역은 폭이 좁고 고도가 높으며 경

사도 급하다. 둘째로는 융복전, 회상전, 경현당 등이 위치한 침전과 내전

영역은 비교적 좌우로 넓고 평탄한 영역이다. 마지막 영역은 궁역 북동

편으로 두 번째 영역과는 얕은 구릉지로 구분되는 곳이다. 서북에서 동

남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폭이 그리 넓지는 않다. 이 세 지

형 영역은 각각 미세지형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조금씩 다른 경

사방향을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전영역과과 편전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지형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켰으며, 바로 동편으로 인접하였으나 지대가 비교

적 낮은 영역에 임금과 세자가 거처하는 침전권역을 위치시켰다. 비교적

외진 곳인 북동영역에는 대비전 등을 배치함으로써 전체 궁궐의 배치를

완성하였다. 정식 출입문인 흥화문이 동남편에 치우쳐 있는데도 정전과

편전을 서북쪽 깊숙이 위치시킨 것은 인왕산의 지형과 직접 연결되는 높

은 지대를 활용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흥화문에서 숭정문에

이르러 굴절된 어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경계로 남쪽에 궐내 각사군이,

북쪽에 동궁, 침전 등이 위치하는 배치를 가지게 된다. 경희궁지의 지형

은 경희궁의 독특한 배치형태를 형성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경

희궁의 평면적인 배치관계 뿐만 아니라 원지형의 복원 또한 중요한 가치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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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경희궁의 권역 구분  

자료: 필자 작성

서암

흥화문

인왕산

방공호

[그림 4-7] 경희궁지의 지형조건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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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정원은 그 시대 조경 또는 정원문화를 선도했던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63) 서궐도안에 정밀 묘사된 경희궁 궁궐 정원은 당대의 조영

기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으며, 경희궁 궁궐 정원은 조선시대 조경문

화를 대표하는 조경양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교

목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숭정전의 동남쪽 코너에

자리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가 그것이다. 경희궁 궁궐정원의 식재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사료인 서궐도안과 궁궐지를 통해 살펴본 결과, 경희궁

의 식재 기법과 수종을 살펴보면 [그림 4-8], [표 4-1]와 같다. 조선시대

궁궐권역의 조경은 전통조경의 모든 기법이 집약되어 타 경관과는 다른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 또한 경희궁지의 중요한 보존 가치요

소가 된다.

[그림 4-8] 서궐도안에 나타난 경희궁의 식생  

자료: 필자 작성

63) 진상철, “동궐도에 보이는 궁궐정원의 조영수법,” 『한국전통조경학회』 33호, 2015,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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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명 내용

사물헌 "남쪽에는 푸른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우물이 있다"

무일각
"석양이 오동나무 잎사귀를 비칠 때 궁궐 뜰에는 영롱한 빛이 어리네“
"앵두나무는 모두 색을 같이하여 달밤에는 마치 텅 빈 것 같네"

경륜재 "섬돌의 소나무들은 오랜 세월로 모두 늙은 용의 비늘처럼 되었네"

흥정당 "동쪽에는 숭양문이 있고 문밖에는 말을 매는 대추나무가 있다"

위선당
"영렬천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위틈에서 물이 나와 언제나 

마르지 않고…"

융무당 "뜰에서는 두 마리의 학을 보고 문에서는 푸른 소나무를 마주하네"

양덕당
"담장 속의 꽃들은 붉게 불타고 고운 꽃술은 아침안개를 머금네…소나무는 

길이길이 푸르네"

영취정 "절개 굳은 소나무는 푸르고 서리맞은 잎사귀는 붉네"

춘화정

"정자 앞의 버드나무 늘어지고 앵무새 노래소리 다투고 난간 밖의 꽃들이 
지니 제비도 자주 날아다니네“
"정원 풀은 무성하고 궁궐의 나무 초록빛이니“
"한 그루의 매화는 계단 기둥에 있고 작고 아름다운 꽃술은 어찌할 줄 
모르네“
"옆에는 복숭아꽃 찬란하게 피어있고…"

도수연

"대나무 난간에서 거닐며 담장을 바라보고 발을 들어 올리니 달은 내려와 
붉은 침상 비추네“
"높은 정자의 난간은 선인들이 있는 곳이니 그림자 비친 소나무 가운데는 
학의 울음소리이네"

집경당
"서리와 얼음은 강산 밖으로 물러나고 매화와 버드나무는 이슬 중에 봄을 

알리네"

[표 4-1] 궁궐지(1834∼1849)에서 나타난 경희궁 식재 수종

자료: 궁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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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경희궁지내 근현대 가구(街區) 특징과 역사건물의 고유언어

경희궁 동측영역의 도로구조와 필지형태는 일제강점기 전매국관사시

설이 도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필지가 합필되거나 분필된 것을 제외

하고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건축연도의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경희궁지 동측 영역의 필지가 민간에게 불하되기 시작한 시점은 해방 이

후의 일일 것으로 추측된다.

1922년에 작성된 ‘흥화문내총독부관사배치도’를 살펴보면, 왕실 시설

이 있던 대규모 부지에 관사를 계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각이 모

두 훼철되고 남은 경희궁지에 대규모 관사를 신축하였는데, 계획당시 시

설의 절반은 총독부 본부 관사로, 나머지는 전매국 관사로 쓸 계획이었

다.64) 일제 강점기 관사건축은 관사들의 주거해결과 업무상의 편의를 위

해여 공급한 일종의 공공주택의 성격을 가졌다. 당시의 신축건물들의 공

급물량을 확인해보면 관사건물들을 다루는 것은 결국 근대화과정에서 경

성의 공공주택 주거사를 다루는 것과 같다. 1921년에 경성에서 신축된

주택 1,495채 중 일식주택이 875채로 약 60%이르며65), 이 중 관사가 417

채로 신축 일식주택의 47.66%이다.66) 당시의 건설물량을 확인하더라도

관사건축은 근대 도시경관의 형성과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관사건축은 한국 근현대 건축 및 주거사의 연구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subject07.do?flag=5

65) 동아일보, 1922년 10월 25일자; 안성호, “일제강점기 관사의 주거사적 의미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7호, 2001. 재인용.

66) 동아일보, 1921년 12월 12일자; 안성호, “일제강점기 관사의 주거사적 의미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7호, 20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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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경희궁지 일대 건축물 연도 조사 

자료: 필자 작성

전매국관사 시설이 있던 경희궁지의 동측영역의 건축연도를 확인해본

결과 1950∼60년대 사이에 민간에게 토지가 불하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희궁지의 내에는 비교적 오래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경희궁지

의 경계 밖으로는 대부분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경희궁지의 북측영역에는 1950∼60년대 이후에 지어진 도시형 한옥들

이 밀집하고 있어 해방이후 근현대 도시주거문화의 변천과정과 당시의

거주민들을 모습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 58 -

2.2.3 경희궁지 일대의 소실 문화자원

경희궁지에는 경희궁의 전각들 외에도 다양한 소실 역사문화자원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외에도 경희궁지에서 소실

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흔적을 전시하고 그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경희

궁지에 존재하는 무형의 역사문화자원들을 활용한 역사도시경관의 가치

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2008년 이코모스(ICOMOS)에서 발표한 에나메

헌장(Ename Chart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나메 헌장에서는 사적지의

해석과 전시(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heritage sites)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해석(interpretation)이란 ‘전반적으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것을 의미하며 전시

(presentation)는 사적지의 의미에 대한 정보, 물리적 접근 및 전시 인프

라의 개선을 통해 신중하게 계획된 문화유산의 정보의 소통을 강조한

다.67)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접

근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가능하다.

67) 이코모스, 에나메 헌장, 2008,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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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무관학교 터 원각사 터

경희궁과 경운궁을 잇는 운교, 1902 강북 삼성병원 앞 돈의문 터

[그림 4-10] 경희궁지 일대 소실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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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건물 발자취 전시, 영국 포장패턴의 활용, 아일랜드 더블린 대성당

중세시대 성벽 유적전시, 아일랜드 카탈리나 플라잉 보트 파빌리온, 호주

웨이파인딩 시설물, 아일랜드 보행데크, 아일랜드 포트 엘리자베스

지하철역 내부 유적전시, 그리스 중세시대 정원 전시, 아일랜드 로스하우스

[그림 4-11] 소실문화자원의 전시 사례

자료: Irish Walled town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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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존 가치요소 종합

사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경희궁지 내에는 과거 전

근대 조선시대의 역사적 가치요소 외에도 근현대기를 거치며 생성된 다

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산이 궁

극적으로는 미래세대에 전승해야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본다면 전근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근현대 문화유산도

미래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보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희궁지의 역사적 흔적을 보여주는 요소는 [그림 4-13,

14]와 같다.

[그림 4-12] 경희궁지 일대 보존 가치요소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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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경희궁지 흔적 지도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2016,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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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경희궁지 흔적 요소

자료: 필자 촬영,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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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희궁지 보존의 쟁점

경희궁지의 보존요소 및 관련 제도와 법규를 살펴본 결과, 주로 공공

영역에서 보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서울시와 종로구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에서는 단계적인 토지매입을 통해 경희궁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들과 이해관

계자들은 고려되지 않은 채 원형복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실현가능

성이 떨어지는 보존방식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토지매입 진행여부

와 관계없이 원형복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복원의 근거가

될 고고학적 발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해서 전면적인

매장 유물의 발굴조사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하며,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희궁의 원형 전각들을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 진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섣부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존행위와 관련하여 경희궁지 보존 현황의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시대별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 졌지만, 정작 실행계획인 경희궁지 정비계획의 경우 보존

대상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

희궁지의 가치요소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유형적·무형적 가치요

소들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를 아우른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존행위가 되

는 경희궁지 복원 정비 사업은 전근대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두고 궁궐

전각들의 원형을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희궁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은 보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직 고고학적 자료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을 복원

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에서의 진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존방식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이후에 생겨난 역사문화자원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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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희궁지의 보존계획과는 무관하게 도시계획과 재개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경희궁지 사적지역 반경

100m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상 현상변경 행위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비

교적 개발행위가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성곡미술관의

경우 고층의 고급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직

접적으로 도시개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보존 계획의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문화재 보존지역을 벗어나서는 이미 수차례의 재개발 사업

이 진행된 바가 있다. 이로 인해 경희궁의 옛 영역의 경계 밖으로는 이

미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보존계획과 도시계획

을 통합하여 개발의 과정을 관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을 도시 계획적 관

점에서 제도적으로 살펴 도시보존을 중점에 두고 도시변화 과정을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희궁지의 보존 쟁점사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역사도시경

관의 개념은 이미 지상의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도시화가 진행된 경희궁

지와 같은 역사지역의 보존방식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는 역사도시의 변화관리에 있어서 ‘창조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설계(Design)와 예술(Art)을 통해

역사도시경관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구성요소를 표현하고

다가올 세대에게 그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의 하나로 여긴다.68) 현재의 도

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경희궁의 역사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창조적 접

근방식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공공

공간에서 경희궁지의 역사적 다층성을 전시하여 경희궁지의 사회적 인식

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타당한 보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68)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2005,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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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경희궁지 시대별 복원도 중첩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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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경희궁지 보존방향에 대한 제언

4.1. 보존방향의 설정

경희궁의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과거 경희궁 전각들을 원

형을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에서의 진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존방식일 수 있다. 전근대 조선시기의 물리적 원형이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인정하고 시대별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관계성을 고려한 도시보

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궁지에서 일어난 도시공간의 변

화과정 자체를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도시공간의 변화 과정을 관리

함으로서 경희궁지의 역사적 다층성을 창조적으로 드러내고, 경희궁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 필

요하다.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의 도시보존은 특정 문화유산의 원형을 확인

할 수 있는 특정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역사적 다층성의 구현과 문화유

산의 활용을 고려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도시공간에서 드

러내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의 일부로 역사도시경관의 관점에서는 문화다

양성 반영, 시간의 중층성 표현, 보존과 개발의 통합, 도시변화의 대응

등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개념들을 경희궁지의 보존방향

으로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장소성과 문화 다양성은 역사도시경관 개념 중 각 지역적 특성을 존

중하고, 장소적 맥락을 고려한 중요한 경관 보존 개념이다.69) 경희궁지

의 역사적 장소성은 경희궁을 뿌리에 두고 변화해 왔다. 경희궁의 복원

배치도를 기준으로 두고 이를 현재의 도시조직에서 드러냄으로써 경희궁

지의 역사적 층위의 가치를 현재의 시점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궁은 정치적, 사회적 중요도에 의해 주의 깊게 보존되어 활용되거

나 훼철되어 왔다. 상충되는 유·무형의 보존 가치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69) 서영애 , “남산 회현자락 설계 공모 출품작에 대한 역사도시경관적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3호, 2015,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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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방식으로 적층시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도시는 가로와 구조물들이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의도적으로 배치된 공

간이다. 그 공간 속에 깃들어있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은 일상적인 시선

과 동선의 흐름에 제약을 받게 된다.70) 경희궁지 주변에 분포해 있는 공

원, 녹지, 가로공간, 공개공지 등의 공공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의

공간에서 경희궁지에 존재하는 시간의 축척을 연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지를 중립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미래의 보존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역사적 도시의 진화는 보존과 개발 사

이를 중재하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야 하며, 보존과 개발 모두 역사도시의

가치를 보존하고, 드러내며,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71) 경

희궁지 일대에서 새롭게 신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건물들은 경희궁지의 역

사문화환경의 문맥과 맥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경희궁지

의 역사문화환경의 맥락이란 경희궁을 기점으로 두고 변화한 도시변화과

정 전체를 의미하며,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

수립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보존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일부의 필지들을 재조직하여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경희궁지의 역사도시경관을 드러낼 수 있도

록 민간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0) 김백영, 1997, 『공간의 역사 : 도시와 주택, 일상생활의 공간학』, 『근대성

의 경계를 찾아서-기원의 전복, 역사의 비판』, 새길, pp.76, 재인용

71) Bruno Gabrieelli, “Urban Planning Challenged by Historic Urban

Landscape, 『Managing Historic Cities』, 2010, p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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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권역별 보존 전략

앞서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현재의 시점에서 보존의 강도를 조절하여

보존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 보존, 일부 개발 등 보존

강도에 차등을 두어 핵심지역을 선별하여 보존에 집중하며, 그 외의 지

역은 규제 완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보존과 개발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유구 및 유적이 출

토될 경우 제도적 규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전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4-16] 경희궁지 권역별 보존 전략

자료: 필자 작성



- 70 -

4.3. 경희궁지 보존 시나리오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을 반영하여 설정한 보존방향을 기반으로 경희궁

지 보존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시대별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의 맵핑을 통해 상충지점들

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충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보존과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이를 현대

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여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복원 시점에서 또 다른 창조 행위

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

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의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대

상의 역사적 켜를 사회적으로 재인식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

된다. 경희궁지의 경우 경희궁의 역사적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

로는 궁장이 있을 수 있다. 궁장은 경희궁지를 하나의 엔티티(Entity)로

인식되게 하는 역할을 하며 궁장 외에도 궁궐건축 요소인 월대와 평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시간의 축적을 연상시키는 요소로써 활용 가능할

것이다.

경희궁지에 있는 공원 4개소와 가로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경희궁지

역사공원 외에도 내수 1,2 근린공원과 월암 근린공원의 경우 이를 역사

공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유구·유적을 활용한 전시공간으로 사용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경희궁지 역사공원 구역과 동측의

도시지역의 보행 연계성을 강화하여 추가적으로 지정이 가능한 역사공원

에서 사적지로의 연결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보존계획을 위해서는 경희궁지 내에서 새로이

신축되거나 재개발 되는 건물들은 경희궁지의 역사도시경관의 문맥과 맥

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경희궁지의 역사도시적 맥

락이란 경희궁을 기점으로 두고 변화한 도시변화과정 전체를 의미하며,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요소를 포함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실천 가능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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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희궁지의 역사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경희궁의 궁장의 적

극적으로 복원하여 경희궁지의 안팎을 구분 짓는다.

둘째, 경희궁지 안팎에 자리한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발굴 역사문화자원의 일상적 체험을 강조한 공원으로 조성한

다.

셋째, 경희궁지 내 보행동선의 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희궁지의

역사도시경관의 일상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경희궁지를 중립적인 태도로 바라봄으로써 미래의 보존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보존 가

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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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경희궁지 보존 시나리오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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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국제보존원칙에 나타나는 경관보존의 개념은 문화유산의 개념이 기념

물에서 생활유산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며, 이는 곧 경관보존에 대한 깊이

있는 실천적 논의로서 볼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특성에 주목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 온 물리적,

기능적,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 자체를 도시의 전통, 즉 무형적 가치요소

로 인식한다.

역사사료의 고증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경희궁지에는 보

존대상이 되는 가치요소가 다양한 시대에 걸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희궁지 보존계획에서는 근현대 문화유산은

보존대상에서 제외된 체 조선시대 경희궁 전각들의 원형복원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계획은 막대한 토지매입 예산의 확보와 원형복

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며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 의거하여 경희궁지가 지닌 자

원, 즉 보존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가치요소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현재 경희궁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희궁의 보존 관련 공공계획 및

사업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문화

유산의 복원방식에서 벗어나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 경희궁지의 보존쟁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희궁지 내에 있는 가치요소들의 발굴

을 통해 시대별 역사적 가치요소가 적층된 도시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희궁지와 같이 지상의

건조물들이 사라지고 지하에 매장된 유적이 남아 있는 도심 역사지역의

보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원형복원이 유일한 보존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현재의 시점에

서 보다 창조적인 방식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복원에 앞서 다양한 시대의 역사문화자원의 조사와 전면적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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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적의 확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도시구조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보존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보존 대상지를 중립적인 태도로 바라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가능

성을 열어두고 보존과 개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을 대상으

로 보존에 대한 실천적 접근을 고찰했다는 점과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관

습적인 보존행위를 탈피한 대안적 보존 방법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도심 역사문화자원의 전반적인 보존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한정적인 공간적 범위에 국한되어 다소 객관

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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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내          용

광해군일기 97 권, 

7 년(1615) 11 월 17 일

왕이 이미 정원군의 집에 왕성한 기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그 집을 빼앗아 경덕궁 터로 삼았다. 

광해군일기 114 권, 

9 년(1617) 4 월 27 일

법궁은 바로 경복궁이다. 비록 들보와 기둥이 장대하기는   

하였으나 칸수가 많지 않고 또 별당과 별전, 후정(後庭)의 

방이 없었으므로 편안히 거처하기에 불편하였다. 이에 조종

조부터 법궁에서는 대례(大禮)만 행하고 평상시에는 창덕궁

에 거처하였다. 지금 인경궁(仁慶宮)을 짓고 계속해서 경덕

궁(慶德宮)을 지었는데, 들보와 기둥은 비록 작았으나, 칸수

는 법궁보다 10 배는 되었고 별전이 열 채가 넘었으며, 인왕

산을 휘감고 있어서   토목공사의 장대함과 장식의 사치스

러움이 예전에 없던 바였다.

광해군일기 116 권, 

9 년(1617) 6 월 11 일

새 궁궐을 새문동(塞門洞)에다 건립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

였다. 성지(性智)가 이미 인왕산 아래에다 신궐을 짓게 하고, 

술인(術人) 김일룡(金馹龍)이 또 이궁(離宮)을 새문동에다 건

립하기를 청하였는데, 바로 정원군(定遠君)의 옛집이다. 왕이 

그곳에 왕기(王氣)가 있음을 듣고 드디어 그 집을 빼앗아 

관가로 들였는데, 김일룡이 왕의 뜻에 영합하여 이 의논이 

있게 된 것이다. 인왕산의   터는 두 구역이 있는데, 하나는 

사직 담장의 동쪽에 있고 또 하나는 인왕동(仁王洞)에 있는 

바, 바로 소세양(蘇世讓)의 청심당(淸心堂) 터이다. 성의 담

장은 양쪽이 함께 하였으나 전우(殿宇)는 서로 달라서 실로 

두 개의 대궐이었는데,   새문동에 또 하나의 대궐을 지어

서 셋째 대궐이라고 불렀다.

광해군일기 116 권, 

9 년(1617) 6 월 12 일

"비망기로 새문궁의 궁호(宮號)를 서계하라고 전교하셨습니

다. 이 궁은 여경방(餘慶坊)에 있으니 경녕궁(慶寧宮)으로 부

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이어하기 이전에는 범범

히 서별궁(西別宮)으로 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

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광해군일기 117 권, 

9 년(1617) 7 월 29 일

"서별궁의 이름을 ‘경덕궁(慶德宮)’으로 정하라고 도감에 말

하라. 그리고 ‘홍정(弘政)’은 조하전(朝賀殿)에다 쓰고 ‘광정

(光政)’은 시사전(視事殿)에 쓰는 일을 도감으로 하여금 살펴

서 하게 하라."

광해군일기 118 권, 

9 년(1617) 8 월 6 일

전교하였다. "경덕궁의 동쪽이 허술한 듯하니, 신순일(申純
一)과 진산군(珍山君)의 집 근처에 누각 하나를 축조하고   

큰 연못을 깊게 판 다음 가운데에다 한 개의 섬을 쌓아서 

[표 부-1] 경희궁 연표

부록 1. 경희궁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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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을 진압시키되, 아무 공망일(空亡日) 모여 지형을 살펴

보고 여러 술관(術官)에게 상세히 물어서 아뢸 것을 도감에  

 말하라."

광해군일기 118 권, 

9 년(1617) 8 월 13 일

전교하였다. "경덕궁의 역사를 느슨하게 진행하는   듯하다. 

추운 계절이 머지 않아 닥쳐올 터이니 각별히 감독을 실시

하여 신속하게 역사(役事)를 마치도록 할 것을 도감에 말하

라."

광해군일기 119 권, 

9 년(1617) 9 월 5 일

전교하였다. "인경궁은 비록 명년까지라 하더라도   공사를 

마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경덕궁의 공사는 방대하지 않

으니 잘 상의해서 요리한다면 명년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

이 어찌 어렵겠는가. 각별히 공사를 감독해서   경덕궁의 

공사를 먼저 끝낼 수 있도록 도감에 말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 119 권, 

9 년(1617) 9 월 7 일

전교하였다. "경덕궁의 동궁이 협소하니 이암(李馣)의 집을 

동궁 안에 들이게 해서 통용하도록   하라. 만약 더욱 넓게 

하기 위하여  장악원과 봉상시 등처를 모두 궐내에 포함시

킨다면 불가할 듯하니, 다시 살펴서 할 것을 도감에 말하

라."

광해군일기 150 권, 

12 년(1620) 3 월 23 일

전교하였다. "내가 경덕궁을 보니, 거의 다 조성되었는데 다

만 산정(山亭)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고 담장의 일도 끝나지 

않았다. 다시더일을독려하여금년안으로아주끝내는것이좋겠

다. 다만 석역(石役)이 아직도 방대하니, 반드시 널리   유시

하고 알려서 돌을 사서 사용해야만 금년에 일을 끝낼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대내에 비축해 둔   무명과 베를 내릴 것

이니, 돌이 있는 곳을 서둘러 여러모로 알아보고 서계하도

록 하라. 그리고 도감에 있는 대미(大米) 1, 2 천 석을 아울

러 속히 지출하여 사서 쓰면 〈매우 편리하겠으니, 속히 상

의하여 잘 처리할 것을 도감에 말하라.〉"

광해군일기 158 권, 

12 년(1620) 11 월 3 일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살펴본 결과〉   경덕궁(慶
德宮) 공사는 대충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곳이래야 〈대단한 공사가 아닌〉 처마 밑 뜰을 쌓고 

담을 쌓고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각처의 낭청(郞廳)·감조관(監造官) 및 원역(員役)

들은 새달부터 모두 감원시키고, 낭청 1 명, 감조관 2 명만 

남겨서 공장(工匠)들을 데리고 남은 공사를 마치도록 할 것

이며, 벽에 흙을 바르고 담을 쌓고 하는 일들은 〈날이 추워 

얼기 전에 공사를 다 못 끝내면〉 내년 봄 날씨가   따뜻하

기를 기다려 날을 다잡아 끝내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사가 

이미 끝난 곳,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을 따로따로 써서 아뢸

까 하여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

다.〉 내가 보기에 경덕궁 공사는 거의 끝나고 약간 남아 있

는 곳이래야 방을 놓고 담을 쌓는 일 정도인데 그래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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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감조관은 각기 2 명씩을 아주 근간한 사람으로 골라 공사 

감독을 하게 하고, 그 나머지 낭청·감조관들은 모두 인경궁

으로 보내 서로 분담해서 공사를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경종실록 1 권, 

즉위년(1720) 6 월 8 일

숙종 대왕(肅宗大王) 46 년(1720)   【청(淸)나라 강희(康熙) 

59 년이다.】 경자(庚子) 6 월   8 일 계묘(癸卯)에 숙종 대왕

이 경덕궁(慶德宮)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경종실록 1 권, 

즉위년(1720) 6 월 

13 일

임금이 경덕궁(慶德宮)에서 즉위(即位)하였다. 정원(政院)·옥

당·춘방(春坊)의 관원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자정문(資政門) 

밖 동쪽 뜰에서 열지어 앉아 욕위(縟位)를 설정(設定)하였다. 

영조실록 11 권, 

3 년(1727) 2 월 14 일

밤에 경덕궁(慶德宮) 광명전(光明殿) 첨선당(添線堂) 북쪽 행

각(行閣)에 불이 났다.

영조실록 95 권, 

36 년(1760) 2 월 28 일

임금이 돈의문 안의 궐호(闕號)가 장릉(章陵)의 시호와 음이 

같다는 이유로 대신과 관각 당상에게 명하여 빈청에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여 들이도록한 바 경희궁(慶熙宮)으로 고쳤다.

자료: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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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희궁지 일대 유적 및 유구 발굴조사

[그림 부-1] 경희궁지 발굴조사 영역 표시

자료: 문화재청 발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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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명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사유 유적유무

1 서울 신문로 경희궁지 1985.08.07  ~ 
1987.12.03 98,475.00 

문화재 
복원정비 유적있음

2 서울 신문로 경희궁지 1987.03.02  ~ 
1987.05.15 99,000.00 

문화재 
복원정비 유적있음

3 서울 신문로 경희궁지  내 
태녕전지

1996.09.25  ~ 
1997.02.21 429.00 

문화재 
복원정비 유적있음

4 서울 신문로 경희궁지
(회상전, 집경당, 융복전, 금천교)

1998.05.21 ~  
1998.11.16 2,198.00 

문화재 
복원정비 유적있음

5 서울 신문로 교원복지회관 
건립부지내 유적

1998.09.14 ~  
1999.09.15 925.00 건물건립 유적있음

6 서울 신문로2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시굴)

2003.09.15 ~  
2003.10.14 588.00 기타 유적있음

7 경희궁지 주변 교통순찰대 청사 
주차장부지

2004.08.12 ~  
2004.10.27 996.00 기타 유적있음

8 서울 사직 1구역  
도심재개발지역

2005.01.13 ~  
2005.04.12 40,128.00 택지개발 유적있음

9 경희궁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2008.03.04.~
2008.05.26 4,466 건물건립 유적있음

10 서울성곽 근린공원부지내 유적 2008.03.10  ~ 
2008.06.20 11,577.00 공원조성 유적있음

11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76번지 일원 유적

2008.08.13  ~ 
2008.12.12 1,899.00 건물건립 유적있음

12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20번지 내 유적

2008.08.28 ~  
2008.09.10 324.00 건물건립 유적없음

13
서울 종로 신문로1가 58-13번지 

유적
2009.02.26 ~  
2009.03.20 793.00 건물건립 유적있음

14 서울 종로 신문로2가 1-158번지 
내 유적

2010.02.16 ~  
2010.02.17 1,406.00 건물건립 유적있음

15 서울 종로 신문로 메트로신문사 
증축부지 내 유적

2010.04.05  ~ 
2010.04.24 1,011.00 건물건립 유적있음

16 서울 종로 교보생명보험㈜ 
직장보육시설 부지 내 유적

2012.05.22 ~  
2012.05.23 362.00 기타 유적없음

17 서울 종로구 내수동 110-5번지 
일원 건물증축부지 내 유적

2012.08.10.~
2012.09.02 724.20 건물건립 유적있음

18 서울 종로 신문로2가 1-124번지 
어린이집부지 내 유적

2013.05.08 ~  
2013.05.09 420.20 건물건립 유적있음

19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116번지 근생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2014.01.13  ~ 
2014.04.17 421.50 건물건립 유적있음

20 서울 종로 경희궁1가길 19 
근린생활시설 증축부지 내 유적

2014.08.07 ~  
2014.08.07 294.98 기타 유적없음

21
서울 돈의문뉴타운 1구역 

역사공원조성 1단계 부지 내 
유적

2014.10.17 ~  
2014.10.27 666.30 기타 유적없음

22 서울 종로 경희궁길19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5.04.27 ~  
2015.06.23 1,427.40 건물건립 유적있음

23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117번지 건물증개축부지 내 
유적

2015.05.20 13.30 주택건립 유적있음

24 서울 종로 경희궁1가길 19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5.08.07 ~  
2015.08.10 563.22 건물건립 유적없음

25 서울 종로 경희궁1길32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5.12.01 ~  
2016.02.15 537.90 기타 유적있음

[표 부-2] 경희궁지 일대 발굴조사 내용 



- 82 -

부록 3. 문화재 관련 조경설계 기준

구분 내용

주제공원 역사공원

역사적 공간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한 지역에 모아 배치한다.

공원 내의 모든 시설물은 역사적 풍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색

채, 규모 등을 제한한다.

문화재 및 

사적지

사적지 

자연지형의 변화 및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며, 재료는 사

적지주변의 지역에서 활용되도록 고려한다.

역사/문화유적의 시대적 배경에 부합하도록 역사성에 어울리는 소

재, 디자인 요소, 마감방법 등을 고려한다.

사적의 복원 및 재현은 역사성에 맞게 하되 주변지역도 역사성에 

맞게 식재하고 시설물들이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전적지

자연지형의 변화 및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과  조화되게 

설계한다

교육적/교훈적 가치를 고려하며, 전적지의 역사성과 기념성 등을 

상징화하는 설계 방법을 고려한다.
관리자가 별도로 상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 측면을 설계

한다.

전통공간조경

보존 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건

축법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참고하여 수

립한다
보존 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은 문화재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및 그 구역 내에서의 현상

변경 심의를 참고하여 수립한다.
절대고도를 규제하는 방식, 양각에 의한 사선 규제 등의 방법을 통

하여 역사경관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한다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제35조, [문화

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재료 및 품질 기준

전통정자를 그대로 재현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기준에 합당한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외형적인 모방인 경우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기타 지역의 

안내표지시설

관광지, 청소년시설, 휴양림, 문화재, 레저시설 등의 설계 대상 공

간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설, 안내, 유도표지시설

을 설계한다.

하천조경계획

학습지역은 하천공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

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학습내용은, 주로 생태계를 통한 자연학습

과, 문화재를 통한 역사/문화 학습을 포함하며, 다양한 야생식물보

다는 야생초를, 외래식물 대신에 향토식물을, 인공연못 대신에 자

연 연못을, 인공포장보다는 식물로 피복된 작은 길 등을 이용하여 

자연미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표 부-3] 문화재 관련 조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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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경희궁지 근현대 역사문화시설

방공호

과거 경희궁의 침전권역에 설치된 방공호는 일제 패망 직전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경성중앙전시국의 피폭에 대비하여 중요 통신유지를 위해

설치된 지하전신국 겸 방공호로 개착식 터널형 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었

다.72) 높이는 지상2층 규모인 5.80m이고 길이는 110.80m, 내부 폭은

8.60m에서 9m, 성토높이는 8.50m 이다. 연면적은 방공호가 918㎡, 출입

구는 151㎡로 총 1,069㎡이다.73)

[그림 부-2] 경희궁지 내 방공호

자료: 필자 작성

방공호는 철거 및 복원의 주장도 있으나 그 자체로 보존하면서 내부

에 간략하게 일제의 방공호 축조 및 당시 식민지배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 및 국내의 유사한 방공호 등을 일제의 군사시설 사진의 패널을 전

시하여 경희궁을 찾는 사람들이 둘러봄으로써 일제의 경희궁 훼손 실상

과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공호 앞에 경희궁의 최초 영조 시 모습

과 철거 훼손 모습, 현재의 복원된 모습을 제작 전시함으로써 옛 경희궁

의 위용과 일제만행을 알리는 교육장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의 기능과 연계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시설로서의 활

용이 가능하다.

72) 종로구,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2013

73) 종로구, 위의 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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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1997년 건축된 서울역사박물관(구 서울시립박물관)은 1985년 서울특

별시립박물관 건립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986년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1987년에서부터 1988년까지 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

다.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여론도 있었다. 경

희궁의 터에 큰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것이 경희궁지를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경희궁지 내 건립 승

인을 얻고 1993년 12월 15일 착공하여 1997년 12월 31일 준공하였다. 건

물의 규모는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은 7,448㎡, 연면적 20,166㎡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위치는 경희궁의 궁궐배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굴절된 어도가 지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부-3] 서울역사박물관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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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상관측소

경희궁의 북서쪽 언덕 위, 경희궁의 궁장이 지나는 종로구 송월동 1

번지에 위치한 서울기상관측소는 1932년 이후 줄곧 서울의 날씨를 기록

해온 시설로서 서울의 모든 기상 기록은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것

이 공식적인 기록이 된다. 계절이 변하는 시기, 비나 눈이 온 시기, 벚꽃

의 개화시기 등의 서울 날씨를 공식 기록화해온 시설로, 관측소에 축적

된 방대한 기상기록은 현재까지도 서울기상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서울기상관측소는 기상관측의 역사를 증명하는 장소로 평가를 받아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은 1883년 인천해관에서 부터이다. 이

후 일본에 의해 1904년 3월에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등에 관측

소가 설치되었고, 1907년 대한제국 정부는 농상공부 소관 측후소 관제74)

를 공포하면서 경성, 대구, 평양 등에도 측후소가 설치되었다. 1913년 서

울 기상관측소는 교동 대빈궁 자리로 이전하였다가 1932년 현재의 위치

인 종로구 송월동 1번지에 신청사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쓰

이고 있다.

기상관측소건물은 옛 건물이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그 용도 그대로

사용되는 흔치 않은 사례이다.75) 서울기상관측소 건물이 건립될 당시에

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벽돌을 쌓아 만들었으나 외벽에 흰색

페인터를 칠해 현재까지 그 모습이 유지되었다. 기상관측소는 1930년대

초반의 관공서 청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시대는 변화하여 모더니즘을 향해 달려가지만, 관공서로서의

위엄을 포기하기엔 뭔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 이전 시대의 흔적들을 건

물 곳곳에 남겨 놓았다.76) 서울기상관측소 건물은 건축 양식사적으로도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서울기상관측소 외부에는 서울의 기후의 지표가 되는 다양한 표준목

들이 식재되어 있다. 서울의 벚꽃 개화시기는 이 곳에 심긴 벚나무 표준

목에서 세송이의 꽃이 피는 시기가 공식적인 서울의 벚꽃 개화시가 되

74) 1907년 2월 1일 농상공부 소관 측후소 관제를 제정 공포하였고, 1908년에는

일기예보와 폭풍경보 규정을 공포함과 동시에 예보업무를 시작하였다.

75) 이연경, “빼앗긴 들에도 오던 봄, 그 봄을 알리던 곳”,

www.sfac.or.kr/munhwaplusseoul

76) 이연경,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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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외의 표준목들 또한 서울의 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다양한 기상관측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근대 기상관측의 시발점

부터 최근까지의 기상관련 기록물들은 그대 기상관측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림 부-4] 서울시 기상관측소

자료: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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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곡미술관

성곡미술관은 성곡미술문화재단77)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로 쌍용그룹

의 창업주인 김성곤의 옛 자택을 활용하여 1995년 개관하여 운영중이다.

성곡미술관은 2개의 전시동과 조각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각공원의

경계를 따라 복원된 경희궁의 궁장이 설치되어 있다. 성곡미술관에는 복

원궁장 이외에도 경희궁의 역사유물인 반월형 석조 연못이 자리하고 있

다. 석조 연못의 원래 위치는 경희궁역 내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춘화정

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전되어 현재 성곡미술관 내에 자리하고

있다. 반월석조는 1704년 건립된 경희궁역의 정자 춘화정 앞에 있던 ‘반

월형 연지’로 가로폭 150cm에 이르는 대형 화강암 통돌을 가공하여 만

들어졌다.78) 반월석조는 몇 안 되는 경희궁의 유물로 역사성과 예술성이

충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반월석조가 경희궁의 유물임이 밝혀진 것은

2015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한 ‘경희궁은 살아있다’의 준비과정에서

밝혀졌다.

성곡미술관은 신문로2가 1-101, 1-224, 1-225, 1-360, 1-133, 사직동

108에 있는 총 6개의 필지와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면적은

8389㎡에 달한다. 2017년 말 경영난을 겪던 성곡미술관은 미술관 부지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았고, 2018년 초 미국계 대형 투자기관이 투자하여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곡미술문화재단은 토지비의

일부를 주거단지 내부에 설립될 미술관으로 받는 것을 매각 조건으로 내

걸었으며 투자 기관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 이상의 주거 공간 중 지

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를 미술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79)

77) 성곡미술문화재단은 쌍용그룹 창업자인 故 성곡 김성곤 선생의 기업을 통

한 사회봉사의 정신을 미술문화로 구현하고자 설립된 순수 공익단체이다.

78) 정용부, “숙종이 사랑한 경희궁 ‘춘화정 반월석조’가 아파트 미술관으로,”

『파이낸셜 뉴스』, 2018.03.20

79) http://www.fnnews.com/news/2018031515242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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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터

돈의문은 한양도성의 축조 당시에 구성된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과

함께 한양의 사대문 중 하나이다. 식민지시기, 한국전쟁의 피해, 이후 급

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현재에는 사대문(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의

문)과 사소문(창의문, 혜화문, 광희문, 소의문) 중 6개의 성문(숭례문, 흥

인지문, 숙정문, 창의문, 혜화문, 광희문)이 남아있다. 과거 돈의문은 도

성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대문이라고 불렸으며, 중국으로 사신이 오갈 때

이 문을 통과하여 도성에 들어왔다. 돈의문의 위치는 조선 태조 연간에

는 사직동 고개에 있다가 태종 13년에(1413) 지기를 끊는다 하여 그 남

쪽인 경희궁 서쪽 언덕으로 옮겼으나 세종 4년(1442)에 성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높고 험하여 통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다시 그

남쪽의 마루턱으로 옮겼다.80) 이 때 새로 대문을 지었다 하여 현재의 돈

의문을 새문이라고 불렀고 그 안을 새문안이라고 불렀다.

경희궁-경운궁 운교 터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한 창경식 개최를 앞두고 경희궁이

주요 의전행사지로 부각되어 주변일대는 관련 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

다. 경운궁에서 경희궁까지 홍교 혹은 운교로 불리는 아치형의 다리를

만들었는데, 아치 아래에서 전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하였다. 운교는 대한

제국의 황제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시각적으로도 화려하게 조성되

었으며 고종황제가 머무르는 경운궁에서 경희궁까지 이동을 원활하게 하

고 궁의 공간을 연계시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1908년 통감부에 의

해 철거되었다.

80)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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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 터81)

원각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세워진 신극과 판소리 전문 공연장이자 한

국 최초의 국립극장이었다. 1902년까지 국내에는 연극을 전문적으로 상

연할 극장이 없었는데 1902년 정부에서 고종 등극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칭경예식장으로 봉상사 구내에 로마식 극장을 본떠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연회장소를 짓고 지금의 극장 명칭에 해당하는 ‘희대’라는 이

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원각사의 전신이다.

1902년 8월부터 칭경예식을 위한 준비로 협률사라는 관청을 두어 연

희(演戲)를 교습시켰다. 9월 17일로 예정된 칭경예식이 연기되자 그 동

안 가무를 연습하던 사람들은 ‘협률사’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공연과 활동

사진 상영 등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협률사의 활동에 대한 당시의 여론

이 좋지 못하여 1906년 4월 20일 고종의 명으로 협률사를 정식 해체하고

건물은 1907년 2월부터 관인구락부82) 전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협률사가 사설단체로 궁내부 관할에서 벗어난 뒤에도 이 건물은 계속

극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908년 1월 관인구락부가 남대문 쪽으로 이전하

자 같은 해 7월 이 건물에 원각사가 개설되면서부터 이 건물을 원각사극

장이라 부르게 되었고, 1909년까지 연극을 상연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 이후 군민회 본부사무소로 사용되다가 1914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원

각사는 국내 최초의 극장으로서 신극과 판소리 전문 공연장으로서 역사

적 의의를 가지며 한국근대음악사회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되는

시설이었다.

81) 한국콘텐츠진흥원, www.culturecontent.com

82) 관인구락부는 칭경의식이 무산되면서 민간의 흥행 극장으로 기능했다. 민간

의 흥행에 관청과 관인을 동원하는 것은 당시 여론의 비판을 받아 흥행은 중단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불법적 흥행은 계속되었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새

롭게 설립된 기관이 관인구락부였다. 관인구락부는 관료들의 고급 사교장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목적과 달리 1907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민간 흥행 공연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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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무관학교 터

육군무관학교는 개화기에 유능한 청년 장교를 양성하던 무관학교였

다. 육군무관학교는 구부 혹은 원수부에 예속된 국사교육기관으로서 초

급무관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1896년 5월에 설립되어 1909년 9

월에 폐지되었다.

무관학교가 존속한 기간 동안에 나타난 한국군제사의 특징은 군제의

근대화, 외국군제의 영향, 직업군인제도 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군제

의 근대화는 군의 편제, 병종, 군정·군령기관, 군사법, 군대계급, 군대용

어 등이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근대적인 것으로 변

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83)

83) 한국콘텐츠진흥원, www.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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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Gyeonghuigung Palace based on the

Concept of 'Historic Urban Landscape'

Kim, SangGw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yeonghuigung Palace, one of the five palaces in the Joseon

Dynasty, has been carefully maintained or demolish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different time

periods.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restore the

original structure of the Palace, but the restoration project has

continued to fall apart.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ructures

of Gyeonghuigung Palace failed to find any social consensus

due to the limitations of land purchase, which became a major

issue in dealing conflicts with the urban settlement that arose

after the collapse of the Gyeonghuigung Palac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irection of conservation of

Gyeonghuigung Palace considering practical suit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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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Historic Urban

Landscape(HUL)'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conservation of

Gyeonghuigung Palace can be applied significantly. The concept

of HUL refers to urban areas, where cultural and natural values

and attributes are understood as a result of historic layers of

the place. Recognizing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occur in historical cities as an inevitable

characteristic of modern cities, the main focus of HUL concept

is to define urban historic areas that overlaps the history of

different periods of time and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conservation through a landscape-approa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iew Gyeonghuigung Palace

based on the concept of HUL and to propose alternative

conservation methods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urban

conservation in the concept of HUL takes the following view.

Firs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various

historical layers and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of urban

changes to the nearest past. Second, intangible elements

remaining on the site must be established as a conservation

target. Third, in setting the direction of conservation, current

urban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the

conservation of individual cultural heritages.

Based on HUL concepts of Gyeonghuigung Palace, in

addition to the Gyeonghuigung Palace, important historical

elements comparable to those of the palace buildings are

identified. Furthermore, it can be seen that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which has been separately planned aside

from the current conservation plan, is having difficul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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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ing social consensus on the preservation of the palace. In

this regard,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an alternative approach

from the existing urban conservation discussions, considering

the broader urban context and geographical background of the

urban historic area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s the direction

of practical conser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L and has

derived implications for the conservation of urban historical

areas.

keywords : Historic Urban Landscape, Urban Conservation,

Gyunghuigung Palace

Student Number : 2015-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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