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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는 한양금산을 경관적， 제도적 측면에서 

1. 序 論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또 금산 자체가 과 

거에 존재했던 경관이기 때문에 그의 성격을 

1) 問題提起 및 맑究目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증성있는 사료가 뒷받침 

조선개국초부터 구한말까지 한양의 도성을 되어야 하고， 사료의 해석은 당시의 전반적인 

중심으로 도성 안과 밖에 藉作， 代木， 建葉 등 역사적 상황을 나타내는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의 활동이 금지된 禁山이 설치되어 있었다. 토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1) 을 바탕 

지와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큰 으로 금산을 연구할 것이다. 

王都에 禁山이 설치되었다는 입지적 특성을 고 朝蘇前期에 형성되었던 漢陽의 禁山에 관한 

려할 때， 漢陽의 都市的 樣相의 제 측면에 미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朝蘇時代의 首都였던 

치는 禁山의 空間的 意味는 적지않다고 보여진 漢陽의 禁山을 대상으로 하여 漢陽禁山의 공간 

다. 그러므로 漢陽禁山을 이해하는 것은 한양 적 범위와 제도적 운영을 考證하고， 둘째， 實

의 지역성과 지리적 변천을 구명하기 위한 실 證的 史料를 근거로 하여 수도인 漢陽에 禁山

마리를 찾는 중요한 역사지리학의 과제가 될 을 설치한 動機와 目的을 파악하는데 있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금산의 공간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2) 앓存 禁山冊究의 검토 

漢陽禁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은 충분 漢陽禁山에 관련된 연구들로서는 林學， 都市

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史， 建葉， 地理學 등의 분야에서 나온 몇 편의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崔昌祚 선생님과 許宇巨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 서울大 大學院 碩士課程 후業 

1) Johnston, R.J. , 1983, Philosophy and Humangeography, Edward Arnold,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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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을 들 수 있다. 이 중 林學분야에서 나 

온 李萬雨 (1974) 의 박사학위논문은 조선시대 

林地制度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 것으로서 한양 

의 금산과 지방의 금산에 대한 朝廷의 정책변 

화를 정 리 하였다 2) 그는 한양금산을 ‘도성 내 

외의 山林을 裡補하여 王都의 숭엄을 유지하기 

나， 금송제도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을 간 

과했기 때문에 한양금산의 범위나， 관리， 운영 

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金哲洙 (1984) 는 한국의 성곽도시가 형성， 발 

전하는 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성저십리지 

역을 ‘漢陽城에서 십리이내의 약 300km2에 달 

위한 도성 내외에 있었던 四山’ 3)으로 파악하였 하는 지역에 벌목과 入賽을 금하였는데， 이는 

다. 논문의 주된 관심이 경제사적인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대도시화의 방지와 도시 

조선의 사회경제 상황에 연관된 임업제도의 변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개발제 

천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증적 사료를 근거로 한구역과 마찬가지의 도시계획적 의미를 가지 

한 한양금산 자체에 대한 공간적 범위와 목적 는 것’ 7) 이라 하여 孫順陸의 경우와 같이 금산 

에 대한 서술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란 개념을 결여한 채， 한성부의 행정구역인 

그러나 漢陽禁山과 地方禁山의 성격이 전혀 달 성저십리 자체를 그린벨트와 유사하게 보았다. 

랐음을 밝힌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현재의 도시계획상의 

孫順陸 (1977) 은 조선시대 都市의 실상을 파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직접 비교 

악하기 위하여 도시의 성격， 주민구성， 주민생 하는 것은 성저십리 지역을 오늘의 그린벨트라 

활， 도시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漢城府의 는 선입견으로 규정하여 왜곡할 수 있다는 점 

城底十里를 ‘산림보호의 목적으로 國初부터 개 에서 논리에 있어 다소 무리가 있다. 

발을 제한하여 特作， 造家， 入裵， 代木을 금했 영국에서 발달한 그린벨트제도의 요체는 적 

던 지역’ 으로 설명하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정 도시규모 유지와 농업경관 확보에 있었다. 

성저십리에 인구가 늘자 산림보호가 완화되어 이에 비해 금산은 도성주변만이 아니라 도성 

林野를 제외한 지역에는 취락이 발달하였다’ 4) 내에도 설치되었으며， 경작까지도 금지되었고 

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城底十里 전체에 개발 도시성장을 억제하는 방벽으로서의 기능 보다 

이 제한되었다고 보아 성저십리 자체가 禁山5) 는 금산 자체의 수목과 토석 보호에 초점이 두 

인양 인식했으며， 한성부의 행정구역인 성저십 어졌다는 점에서 그린벨트와는 그 성격이 다르 

리 지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산림을 보호해야 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했는가 하는 점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성저 뿐 지리학에서의 금산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만 아니라 도성 안에서도 산림보호가 이루어졌 任德淳 (1984) 과 姜大玄 (1980) , 그리고 崔永俊

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1989) 이 한양의 성저십려의 성격을 규정하는 

李뿔寧 (1985) 은 전통적 자연관을 파악하기 과정에서 산림보호에 관해 간략히 언급한 바있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禁松制度를 연 다. 이들은 금산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으 

구했는데 금산이란 경관에 대한 언급은 하지 며， 孫順陸과 金哲洙와 같은 시각으로 성저십 

않았다 6)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금 리 지역이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이용이 금지 

송에 관련된 법령들을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으 된 개발제한구역과 성격이 비슷하다’ 8) 거나 성 

2) 李萬雨， 1974, “李朝時代 林地制度에 關한 昭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위의 논문， p.26. 
4) 孫順陸， 1977, 朝蘇時代 都市社會툴다究志社， pp.36-37. 
5) 孫順陸은 ‘禁山’ 이란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6) 李뿔寧， 1985, 韓國의 傳統的 自然觀， 서울대학교 출판부. 

7) 金哲洙， 1984, “韓國 城郭都市의 形成 發展過程과 空間構造에 關한 冊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6. 
8) 姜大玄， 1980, 서울의 都市化에 의한 地域構造의 變化에 關한 冊究， 敎學社， p.38. 

-18-



저십리 자체를 ‘절대녹지 지역’ 9)으로 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崔永俊(1 989) 의 경우 ‘조선시대에 

漢陽城을 기준으로 50里 이내 近썼， 100里 이 

내 遠했라는， 天下思想에 기초한 중국인의 공 

간관에서 연유한 했의 團構造가 있었다’ 10) 고 

보아， 성저십리 지역에 대한 자연보호의 원인 

을 交~지역의 성격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그는 성저십리가 근교에 속하는 성내 

의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원과 

같은 곳으로서 , 패， 堂， 朝， 陸훌， 行宮 등이 

많이 분포하고， 왕과 귀족의 나들이가 많았던 

까닭에 자연보호에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보고 

있다 11) 

조선왕조실록에 했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 

이 계량적 거리를 가지는 團構造로 실현된 명 

확한 지역개념이었는가 하는 점은 불명확한 것 

으로 보인다. 太宗實錄에 ‘임금이 楊1+1의 南잣~ 

께 했의 또 다른 용법인 성밖의 넓은 野地를 

지칭하는 일반명사13) 로 쓰인 것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성 밖을 지칭하 

는 개념으로 셨를 이해한다면 성저지역의 성격 

을 셨라는 시각에서 완전히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성저지역에서 산 

림을 보호한 목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3) 隔究賣料

朝蘇王朝實錄을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이용 

하였으며， 이외에 經國大典과 世宗實錄地理志，

新增東國與地勝寶， 東國與地備댔， 增補文敵備

考， 大東地志， 漢京識略， 萬機要寶 등의 고문 

헌과 漢城全圖， 漢陽圖， 京쩨五部圖， 四山禁標

圖， 都城三軍門分界之圖， 首善全圖 등의 朝蘇

時代 漢陽의 古地圖를 참고하였다. 

太祖(1392) 로 부터 宣祖(1608) 에 이 르는 약 

200년간의 대체로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실록을 

에 나가 머물렀으니’ 하는 구절 12) 이 있는데， 崔 직접 조사하고 禁山에 연관되는 부분을 검색하 

永俊의 논리대로라면 楊州는 한양에서 50리 이 여 내용별로 분류하여 漢陽禁山의 立地， 禁山

내에 속하는 近셨에 속하게 됨과 동시에 한양 의 管理와 運營， 禁山의 設置目的， 禁山의 의 

의 북쪽에 있는 北했가 된다. 그런데 楊1'1'1의 

南했라고 쓴 것은 한양의 남쪽 100리 이내에 

楊州라는 지명이 없음을 상기할 때， 한양을 중 

심 으로한 했의 團構造와 무관한 楊州몸의 南잣ß 

임 이 분명 하다. 그러 므로 한양을 중심 으로한 

했의 圖構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속적인 연 

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조선시대의 했를 團構造라는 시각과 함 

미 와 기 능을 파악하였다. 

2. 漢陽禁山의 空間的 範圍

1) 慧山의 範圍

漢陽을 제외한 地方禁山은 송림이 울창한 지 

역이 선정되었으나 한양의 禁山은 漢陽의 都城

내외에 설치되었다. 산을 중심으로 말하면 北

9) 任德淳， 1985, 서울의 首都起源과 發展過程， 地理學論蕭， 5j1j號 1, p.59. 
10) 崔永俊， 1989, “朝蘇時代 漢陽의 했地域 鼎究 문화역사지리， 제 1 호， 문화역사지리연구회， p.2 1. 

11) 위의 논문， pp.14-16. 
12) 太宗實錄 卷12 ， 太宗 6年 11 月 辛西 (5 日)條.

‘t 出次楊州 南했 候. ’ 

13) u'周易.J]， 需함. 

‘初九 需手졌， 傳티 갓~者 R廣遠之地， 正義티 숫~者是境上之地.’ 여기서 周易의 傳은 孔子가 지은 것이라 

고 전하며， 正義는 홈의 孔頻達의 저작이다. 이로 미루어 홈이전에도 했는 도성의 경계를 넘어 있는 

넓고 평평한 野地였음을 알 수 있다. 또 成宗때 문신인 成댐의 수필집인 용재총화의 내용을 분석해보 

면 당시의 했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폐顆蕭話』 卷之5 ， ‘忽見平했總빼’ 여기서의 ‘平했’ 는 

평탄한 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平겠’ 는 김해에서 밀양에 이르는 도중에 나오는 장소로 되어 

있다懶짧輩話』 卷之5 ， ‘與技別於체’ 란 구절에서 기생과 이별하는 여기서의 셨는 경상도 밀양의 주 

변들이다. 이상에서 보여진 했의 용례를 두고 문장의 맥락을 통해볼 때 잣~의 구조가 조선시대 지방에 

도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셨의 의미는 도읍주변의 들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周나 

라의 그것에 비해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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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山， 仁H王山， 騎山， 南山의 連服14) 이 禁山으 

로 설정된 것이다. 세종실록 제 86 권 세종 

21년(1439) 9월 8일 기사에는 城底十里 지역 

을 漢城府가 맡아서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한 

것 15)으로 볼 때 도성외부의 禁山의 범위는 城

底十里 구역을 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금산의 立地範圍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世宗 27年 11 月 (1445) , 世宗 30年

(1 448) 3월과 文宗 元年 (145 1) 6月이다. 

風水學提調에게 의논하매， (풍수학 제조 

가)아뢰기를 “…또 남산으로부터 흙참申까지 

한줄기 산이 물을 거슬러 案이 되었으니 음 

양이 교합됨이 지극히 높고 주밀하여 길산이 

라 하겠고 水口山으로부터 往JL、購 서쪽까지 

는 일찌기 경종을 금하였으며， 購里로부터 

동쪽 號申大路의 11<:兒 l뺑으로부터 외면의 산 

허리와 산발치까지도 또한 경전과 벌초를 금 

하여 산기를 배양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 

다 16) 

議政府에서 工費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 

기를， “都城의 四山에서 돌을 캐는 것을 금 

하는 법령이 이미 있으나 境域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돌을 캐는 자가 많으니， 매우 편 

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성안은 四

山， 성밖은 동쪽으로 普濟院， 盧原羅까지 남 

쪽으로 代兒~見， 좁t皮繹까지 서쪽으로 沙l뼈까 

지를 모두 산등성이로 한계를 삼아서 비록 

나라에 쓸 일이 있더라도 돌을 캐지 말게하 

여 地服을 보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7) 

이를 분석해 볼 때 世宗末期와 文宗初에 이 

르는 기간 동안에 도성 북쪽 지역이 禁山에 편 

입이 되고， 禁山의 동， 서， 남 방향으로 禁山

의 공간적 범위가 城底에 위치하는 購， 院， 고 

개 등 주요시설이나 지형지물을 연결하는 선으 

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계를 

현재의 공간적 범위로 재구성하면， 북쪽으로는 

북한산， 도봉산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구 

체적인 경계를 명시하기가 다소 어려우며， 동 

쪽으로 普濟院은 현재의 안암 로타리， 盧原，購

은 鍾岩洞 부근， 남쪽의 代兒l뺑은 짧泰院에서 

漢南洞으로 넘어가는 고개， 좁t皮i購은 좁t皮洞， 

서쪽의 沙l뺑은 무악재 등으로 확인된다. 문종， 

성종실록에 언급된 금산의 범위를 지도화 하면 

그렴 1과 같다. 

조선전기에는 四山藍投官으로 불리다가 영조 

때에 명칭이 변경된 四山參軍의 성 밖 外山에 

서의 금산관리 활동범위를 純祖 8년 (1808) 에 

편찬된 『萬機要寶』을 통해서 그림 2와 같이 재 

구성 했을 때， 전기에 비해 서쪽으로는 沙川

(弘濟川)을 건너 白運山， 加住洞， 城山洞을 잇 

는 선까지 금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18) 남으로 

는 漢江까지 19) 동으로는 中浪川 부근의 산맥 

까지 20) 대략 성저십리의 범위에 근접한 넓이로 

금산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14) 네개의 山의 主峰만이 아니라 이들 산과 연결된 주변의 산을 함께 가리킨다. 
15) 世宗實錄 卷 86, 世宗 21年 (1439) 9月 잦표 (8 日)條. 

‘ .. 自今 城底十里 使漢城府 專掌痛禁 又令憲司 考其漢城府動慢 十里外 則令所在守令 嚴加禁斷 ... ’ 

16) 世宗實錄 卷 119, 世宗 30年 (1448) 3 月 쫓E(8 日)條. 

17) 文宗實錄 卷 8, 文宗元年(1451) 6月 쫓E (268) 條.

18) 萬機要寶軍政篇二j ， 킹IJ練都옮， 禁松字內.

‘外山， 自沙뼈， 北至西曲城， 南至案視第一二三峰之內， 一牌. 自沙l뱀， 以며至弘濟院橋大川上下以東， 二

牌. 自弘濟院橋大川上下， 以西至梁鐵i'.f， 末吃山. ~爭土， 加住洞， 城山里， 三牌.’

19) 萬機要寶軍政篇三j ， 禁衛營， 禁松字內.

‘外一牌， 自萬里용， 至高山춤基洞西. 二牌， 自좋캘洞東， 至漢江路西. 三牌， 自漢江路東 至豆毛浦西.

四牌， 自豆毛浦東， 至院l뼈西. 

20) 萬機要寶軍政篇三j ， 塊或廳， 禁松字內.

‘二牌， 自惠化門外南， 至湖輸|뼈. 三牌， 自興仁門外北， 至安嚴， 車l現大路. 四牌， 自安嚴， 際基|뱀， 至湖

輸l뼈三居里. 五牌， 自小뿔兒， 至代里， 水輸l뼈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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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朝蘇前期 漢陽禁山의 範圍 (15서|기) 

15세기의 금산의 경계가 대체로 城底五里와 

일치한 반면 18세기의 그것은 성저십리에 근접 

하는데， 이와같은 금산범위의 확대는 17세기 

이후 한양의 인구증가에 따른 거주지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1) 즉， 조선전기에는 성 

저의 취락이 주로 성저오리 범위 안에 형성되 

어 있어서 산맥의 파손의 우려가 큰 성저오리 

를 연하는 선으로 금산을 설치하였으나， 조선 

후기 한양의 인구증가가 취락과 경작지， 연료 

공급의 확대를 유발하여 성저십리 범위까지의 

산맥에 대한 파손위협이 커지자 산맥의 보호범 

위를 성저십리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禁山의 수평적 범위는 都城을 중심으 

로 城底十里와 도성내의 산줄기를 포함하는 漢

城府 행정구역의 전 범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넓이를 지니게 된다. 조선초기에만 해도 漢陽

의 인구는 8만에 이르렀고 城底十里의 인구도 

만여명이나 되었는데 禁山지역을 제외하고 나 

면 도성의 산줄기가 아닌 지역은 청계천을 따 

라 형성된 좁은 때積地에 국한된다. 여기에 8 
만에 이르는 인구가 모두 거주했을 리는 없고 

또 全範圍가 禁山이라고 보여지는 城底十里에 

世宗 10年(1428년) 에 1601戶에 6044名이 살 

았으며， 世宗 20年 (1438년)에는 1930戶가 거 

주했다는 기록22) 을 미루어 볼 때 禁山은 수평 

적인 범위로 구획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1) 李燦， 1991, 韓國의 古地圖， 싸友社， pp. 3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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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朝蘇後期 漢陽禁山의 範圍 (18-19세기) 

2) 훌山指定의 地形的 基準

禁山은 오늘날의 開發市Ij限區域처럼 지정범위 

내의 모든 공간적 범위가 규제의 대상은 아니 

었으며， 禁山이라는 말 그대로 일정한 범위 내 

에서 山이라고 인식되는 지역만이 규제가 되었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山間의 갑地 

나 평야지대는 禁山域에 거리상으로 포함된다 

하여도 山地가 아니었기 때문에 村落과 執作地

가 형성될 수 있었다. 

山地만을 禁山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에서 

검토해야할 문제는 山의 基準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山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범위가 禁山으로 

지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조선시대에는 계량 

적， 물리적 척도로서 山의 절대적 기준은 나와 

있지않다. 다만 風水에서 주변보다 한치만 높 

아도 산이라고 보는 山에 대한 記述을23) 참고 

할 때 주변과 비교하여 相對高度가 높은 작은 

언덕이나 구릉까지도 모두 山으로 보았다고 추 

측된다. 

도성을 기준으로 도성의 내부와 외부에 있어 

서 禁山의 범위가 달랐음도 經國大典과 實錄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24) 禁山의 범위는 이와같 

이 도성 안에서는 산능선과 산기숨이 금산으로 

22) 한우근 等， 1986, 譯注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754. 
23) 崔昌祚， 1986,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 54,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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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데 반해 城底十里의 禁山은 산능선을 로 연결되는 대로변이나 취락과 경작지를 형성 

연하는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차별적인 禁山指 하기에 용이한， 대체로 성저오리 범위내의 지 

定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역 28) 은 취락의 형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 

禁山의 범위는 禁山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다. 

발생할 때마다 漢城府와 觀象藍의 답사에 의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한양의 인구가 두배 

확인이 되었고25) 禁標가 연속적인 線으로 이루 가까이 늘어났는데， 王辰 內子 兩亂으로 피폐 

어지지않고 나무에 의한 標나 標石을 점적으로 해진 지방농민들의 한양이주와 한강연안의 西

배치하였기 때문에 禁山의 管理者를 제외한 관 江， 麻浦， 龍山 등지의 상업적 취락발달에 기 

원이나 주민들은 대체적인 경계가 아닌 禁山의 

구체적 범위를 쉽게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26) 

이상의 금산의 입지에 관한 논의에서 볼 때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城底十里 자체에는 

엄밀하게 入賽， 造家， 代木， 챔作 등의 행위가 

금지된 總對綠地였다27)고는 말할 수가 없다. 

城底十里는 漢城府의 行政區域을 가리키는 개 

념일 뿐이며， 禁山이 특정 山地의 山林과 土石

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禁止시킨 

제도적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城底十里 전지 역 에 造家， 採石， 代木， 藉作이 

禁止된 것이 아니라 都城內部나 城底十里를 포 

함하여 禁山에 포함된 山服에 대해서만 建葉과 

特作 동의 행위가 禁止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城底+里의 뚫落發達 
금산의 범위가 조선전기에 성저오리 범위 정 

도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도성에서 외부 

인한 것이었다 29) 이러한 증거로서 17세기 이 

후에 성저십리에 신설된 8개의 행의 위치가 한 

강연안이나 도성 밖의 沙川 등 소하천 주변의 

경작이 가능한 비옥한 충적지에 해당한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30) 

이처럼 17세기 후반의 인구증가는 도성과 분 

리된 한강연안 주변의 취락발달을 야기시켰는 

데 이것은 금산이 차단벽과 같은 역할을 한데 

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강 

연안의 물자의 집적은 도성과 연안취락간의 교 

통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외방교통로를 따라 

취락이 연결되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3 1) 따 

라서 성 저 의 취 락발달은 도성 으로부터 보다는 

한강연안으로부터 도성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저의 인구성장과 취락발달은 성저 

지역의 산림을 파손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에 산을 보호하기 위한 禁山域도 성저십리 

범위로까지 확대 된다. 금산의 확장이 서쪽으 

24) 中宗實錄 卷 23 , 中宗 11年(1 516) 正月 E용rX: (28 日)條.

‘傳千漢城府티 慶福宮昌德宮主山來服山좁山麗禁藉 外山則只禁좁 漢城府與四山藍投檢짧.’ 

經國大典， 工典， 我植條.

‘慶福宮昌德宮主山及來服 山홉山錄禁觀 外山則只禁山휴.’ 

25) 中宗實錄 卷23 ， 中宗 11 年(1 516) 正月 康rX: (28 日)條.

‘…令觀象藍審視山좁山麗臨壓禁，람、處 ... ’ 

26) 中宗實錄 卷 100, 中宗 38年 (1543) 5 月 rX:午 (15 日)條.

(임금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內官， 宣傳官만 파견하면 금산의 한계표시를 제대로 알 수 없으리라 ... 

중략 ... 사산의 한계표시의 위치를 비록 한성부 관원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니， 각 관 

할구역의의 표시 세운 법규를 가져가도록 하라 

27) 任德淳， 1985 , 앞의 논문， p.59. 
28) 元永煥， 1981, “漢城府 昭究 (I), " 향토서 울， 제 39 호， PP.107-108 ‘ 

29) 孫順陸， 1977 , 앞의 책， PP.253 • 263 , p.275. 
30) 南部의 豆毛， 漢江야， .西部의 龍山， 西江功， 北部의 常平， 延禮， 延恩채 등의 8개 야이 한강연안과 지 

류하천 주변에 형성되었다. 姜大玄， 1980, 앞의 논문， PP.39-40. 
31) 李恩淑， 1991, “朝蘇時代 서울의 交通手段과 交通路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한국문화지리학회， 민음 

사，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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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朝蘇後期 漢陽 城底地域의 행 

로 難山에서 白運山을 거쳐 城山里에까지 확대 

된 점과 남쪽으로 한강연안까지， 동쪽으로 中

浪川까지 확대된 것이 조선후기 성저지역에 신 

셜된 功이 입지한 지역과 일치한다는 점은 고 

종 4년 (1867) 에 간행된 六典條例에 나타난 漢

陽五部의 행과 햇에서 확인이 된다. 

五部 중 北部에 常平功 (지 금의 鐘路區 洗劍

훈일대를 포함) , 延恩행(지금의 佛光洞繹村

洞일대를 포함) 하는 延禮행(지금의 延世大，

밟山洞， 白運山， 城山洞， 望遠洞， 水色일대를 

포함)이 조선후기에 신설되었는데， 이들 지역 

은 정확히 18세기 禁山域이 획장된 부분과 일 

치한다. (그림 3) 또 南部에 豆毛혜(지금의 城

東區 玉水洞， 鷹峰洞， 沙、쁨洞일대를 포함) , 漢

江功(지금의 龍山區 西永庫， 漢江路洞， 龍山洞

일대를 포함)이 신설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18 
세기 금산의 한강변으로의 확대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지금의 水輸里， 燮洞일대를 

거쳐 中浪川까지 확대된 금산의 영역은 조선후 

기 東部 累信행과 仁昌행에 속하는데， 비록 신 

설된 1}j은 아니지만 조선개국초부터 취락이 발 

달되어 있던 功으로서 행의 영역이 조선후기에 

지금의 牛耳洞， 加五里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禁山域의 확대와 취락의 발달은 궤를 같이한다 

고 볼 수 있다 32) 

32) 이상은 서울特別市企劃管理室， 1986, 서울特別市組織變遭史， pp.43-53에 나타난 城市全圖 (1780年代
옮IJ作)을 참고 하였다. 

-24-



3. 漢陽활山의 管理體系와 運營實廳

1) 管理體系

漢陽의 禁山은 王朝實錄에는 禁山이란 用語

33)자체 보다는 四山이라는 용어로 더 자주 언 

급되었다. 四山은 네개의 山을 언급하는 것과 

함께 四方의 모든 山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다 34) 四山， 즉 禁山을 관리하는 중추적 기 

관은 漢城府였다. 이외에도 議政府， 兵費 I

費 등이 禁山의 운영에 밀접하게 관계하였다. 

朝蘇前期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한성부와 

병조 혹은 한성부와 공조가 금산을 관리하였는 

데 成宗朝 (1469← 1494) 를 중심으로 그 이전까 

지 는 漢城府와 兵暫가 禁山의 管理를 담당했으 

며， 成宗朝이후는 漢城府와 工費가 禁山管理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의 이관은 

한양도성의 축조가 세종조에까지 이어지는 등 

도성의 방어가 조선초기에는 완벽하지 못했던 

관계로 지방금산의 관리를 맡았던 병조가 朝蘇

開國初에는 도성의 방위와 함께 도성 주변산의 

관리도 병행하다가 성종조에 와서 六暫體밟Ij가 

완비되자 방어는 병조가 사산의 관리는 공조가 

분담한 것으로 짐작된다. 

漢城府는 都城 안과 城底十里에서 禁山의 나 

무와 돌 채취를 금지하는 활동을 펴고， 禁山의 

송충이를 騙除하며 禁山을 침범한 건축물을 단 

속， 철거하며， 禁山의 경계를 확정 혹은 확인 

하기 위한 답사를 실시하였다. 漢城府에서 이 

러한 禁山관련 업무를 맡은 실무자는 兵房과 

I房의 郞官과 五部官員이었다 35) 이들은 禁山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통으로 조직하여 산 

지기의 임무를 맡겨 禁山을 관리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36) 이처럼 漢城府가 禁山의 전반적 업 

무를 수행하고 兵暫 工費와 더불어 禁山의 중 

추적 관리 기관이 되었다. 

漢城府와 함께 成宗朝까지 禁山의 관리를 주 

로 담당했던 兵費는 國防관련 업 무를 다루는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 특이하게도 漢陽禁山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兵費의 禁山관련 

업무는 漢城府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한편， 兵暫에서 임명하는 武科 출신자들 

로 구성된 武職機關인 四山藍投官37)은 城細保

護의 임무와 함께 禁山管理의 전담행정기관으 

로서 한성부와 함께 禁山을 관리하였다. 

成宗朝 이후부터 漢城府와 함께 禁山보호 임 

무를 주로 맡아본 I暫는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王朝實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兵費가 담 

당했던 일들을 수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漢城府， 兵費 I費 이외에도 司憲府와 庫

33) ‘禁山’ 이란 용어로 실록에 쓰인 경우로서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世宗實錄 卷 24, 世宗 6年(1424) 6 月 ζ표 (22 日)條. 

‘漢城府햄 於都城內外禁山 無識f曾尼 新造草魔 因設齊席 男女聚會 松木及雜木 盡行所代 使禁山童充 甚

헬未便 請沙ζ閔齊魔 i爭業院外 草魔 拉皆澈去 從之. ’ 

世宗實錄 卷 27, 世宗 7年 (1425) 正月 內子 (5 日 ) 條.

‘兵費뺨 今짧戰 於京城內 依山各處 짧殺牛馬 或鏡所禁山松木 請於要路 差定防護之A 不時檢補 其可뿔 

防護之處 令鎭懶審視 每一處 定防牌三名 五員-A 從之. ’ 

34) 사산은 네개의 산과 사방의 산이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18세기에 제작된 四山禁標圖를 통 

해서 볼 때 금표의 범위가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의 네개 봉우리만이 아니라 이들이 연결되어있 

는 주변의 산들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인 북으로 북한산， 동으로 중랑천， 남으로 한강， 서로 사천을 연 

하는 선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방의 산이란 의미가 강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도성 안만을 언급 

할 때는 네개의 산을 의미한다고 보여친다. 

35) 文宗實錄 卷 10, 文宗元年(145 1) 10月 丁표(1 2 日)條. 

36) 賽宗實錄 卷 4, 賽宗元年(1469) 3月 康寅 (6 日)條.

‘산기숨에 사는 사람은 병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統을 만들어 임무를 배분하여 禁防하게하고 밤나무와 

잡목도 아울러 벌목을 금한다.’ 

37) 增補文敵備考 卷二二六， 職官考 十三 四山條.

‘本朝置四山藍投官四員 分掌都城標內 東西南北道 隆官初任 創始年代未攻 英祖三十年 改寫四山參軍.’

이처럼 四山藍投官은 軍職에 속하는 官職으로 從九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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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제暫， 議禁府， 承政院 등에서는 禁山을 침 

범한 사람을 처벌하고 禁山 관리자의 업무수행 

을 藍察하였다. 또한 禮費에 소속된 觀象藍의 

風水學38) 은 禁山境域의 指定및 재조정， 樹木植

載와 禁山의 관리에 대한 정책일반에 대해 諸

問하였으며， 禁山을 지정 및 재조정하기위한 

路훌 39) 禁山의 열웃揚度 조사등의 업무를 漢城

府와 함께 담당하였다. 議政府도 禁山政策의 

전반에 國王을 諸問하는 형태로 禁山業務에 관 

여하였다 4이 

2) 運營훌顧 

漢陽의 禁山인 四山은 國王을 비롯한 담당관 

리의 보호노력과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朝

蘇建國初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1) 

禁山을 범한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世宗 4年 (1422) 에 보이는데， 廳짧罪에 

準하여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2) 보다 구체적 

인 내용은 世祖 元年(1455) 에 착수하여 成宗

朝 (147 1)에 완성된 朝蘇 最高의 法典인 經國

大典 工典 植載條에 禁山의 소나무와 돌을 채 

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나타난다 43) 한성 

부가 軍事 警械施設이라할 軍뚫까지 설치하여 

날로 심해지는 금산관리의 부실을 극복하려한 

것44) 을 보면 금산보호의 수단이 시간에 따라 

점차 강화되어 가는 측면을 알 수 있다. 禁山

에 대한 규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화되 

고 엄격화되는 것은 遠으로 禁山의 보호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도 했다. 世祖때 남산의 산림남벌을 개탄한 梁

誠之의 상소45) 를 보면 禁山保護의 進說的 측면 

이 잘 드러난다. 漢陽이 도읍으로 정해진 후 

70여년이 경과한 1460년대에 이르러 禁山保護

制度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建國初와는 달리 

南山의 산림이 크게 남벌되었음을 보여준다. 

한성부의 행정구역 안에서 禁山域에 대한 건 

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한성부가 제공하는 토지의 立

案46) 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그 士地가 禁山에 

있지 않다는 관상감의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禁山이 규제하는 

행위 가운데 禁山의 保護와 利用을 둘러싼 홉 

購의 가장 失鏡한 對立은 家屋澈去에 관한 논 

란에서 보여졌다. 

成宗朝에 이르러 文物이 안정이 되고 國家로 

서의 기틀을 정비하게 되자 漢陽 都城內의 A 
口와 機能이 늘어나고， 향地의 부족현상이 나 

타났다 47) 향地事情 惡化는 禁山區域을 침범하 

는 것을 위시하여 같은 주택건축 행위에 있어 

38) ‘太宗때 (1406) 는 陰陽風水學， 世宗때는 風水學， 世祖때 (1 467) 는 地理學으로 그 명칭이 바뀐 禮費의 

觀象藍에 설치되어 풍수지리의 이론과 실천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敎授， 訓導 각 1명 生徒 15명으 구 

성되었다.’ 한우근 等， 1986, 앞의 책， p. 342. 
39) 成宗實錄 卷 18, 成宗 3年(1472) 5月 辛표 (5 日)條. 

‘傳手漢城府티 內外四山應禁執之地 府及觀象藍提調 率風水學 審定立標.’

40) 世宗實錄 卷 93 , 世宗 23年 (1441) 7 月 JX 申 (14 日)條.

41) 李11'0光， 효峰類說， 法禁條.

‘平時都城內外 謂之禁山 松木驚E흉 는F辰兵福之餘 國法解뼈 日就灌灌 ... ’ 

42) 世宗實錄 卷 19, 世宗 4年(1437) 間 12月 T.QP(16 日)條.

‘兵費햄 禁山松木 햄代者難禁 護積律文 棄없器物據橋條굽 짧↑t樹木據橋者 i崔廳M짚論: ... ’ 

43) 經國大典， 工典， 我植條.

‘如有代取者 校九十 井分受A山直校八十 當該官林六十 木石拉沒官 木則令~者 i佳條載植. ’ 

44) 明宗實錄 卷 8, 明宗 3年 (1548) 6月 康辛(1 7 日)條.

‘漢城府 以四山松木禁代事目 入햄티 近來 AJL、碩’|펄 專-不뿔法 忍寫所~ 無所닫、‘|單 然設軍뚫警守處 則不

得f兪~ 請澈聞間間不關之뿔 移設於山유要害處 令應直軍士書夜看護 如有代木鋼土A等 훌IJ郞補告 則應可

禁斷 而非本府所敢擔更 須棒承傳 與該費同議施行之事 故敢뺨 傳티 可. ’ 

45) 世祖實錄 卷 41, 世祖 13年 (1467) 正月 辛未 (4 日)條.

46) 한성부가 한성부의 주민에게 택지를 불하할 때 주는 허가서의 일종. 
47) 成宗實錄 卷 67 , 成宗 7年 (1 476) 5 月 ζ已 (3 日 ) 條.

‘ ... 國都開建百有餘年 生屬日緊 城中不能容 故不得딘家於高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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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불법사례를 증가시켰다 48) 결국 금산을 

침범한 가옥들의 철거가 왕권에 의해 주포되었 

으나 권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권신들의 가옥을 

철거시키는데 실패하고 권력층에 의한 禁山의 

파괴는 가속화 되었다. 

4. 漢鷹禁山의 機能

1) 禁山의 設置텀的 

금산의 설치 목적으로서 도성의 뿜嚴의 유지 

49) 와 자연보호적인 사고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견해 50) 가 있다. 漢陽禁山의 설치목적을 숭엄의 

유지에 두는 것은 금산의 경관이 주는 시각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논리 

에서는 금산관리의 주요 내용이 소나무를 비롯 

한 수목의 육림에 관계되는 것이 된다. 

漢陽 이외의 禁山에서 소나무는 兵船를 만들 

기 위한 재료로서 보호되었는데， 보호 자체 보 

다는 추후의 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자원보 

호 차원이었다 5 1) 소나무가 가진 상징성과 경 

관적 특성보다는 소나무의 경제적 이용가치 때 

문에 보호가 되었던 것이다. 영조때에 이르러 

서는 지방의 禁山을 한양의 그것과는 구별하여 

封山이라 하였다 52) 봉산은 완전히 소나무의 

經濟的 價↑直를 고려한 목재자원 공급지로서 보 

호된 산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소나무 보호 

에 조선초기부터 금산정책의 중점이 두어진 것 

은 한양금산에서 경관보호를 위한 것이라기 보 

다는 후에 封山으로 개칭되는 地方禁山에 있어 

서 資源으로서의 소나무보호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漢陽禁山만이 유 

독 소나무의 상징성 때문에 이를 신성시하였다 

는 것은 이미 소나무를 경제적 자원으로서 활 

용하고 있었던 당시의 소나무를 보는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따 

라서 漢陽의 禁山에서도 소나무의 상징성과 더 

불어 소나무를 통한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려 

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도 예측해 볼 수 있 

는 것이다. 

漢陽禁山에 심은 나무가 비단 소나무만이 아 

니었다는 사실 53) 에서도 나무의 보호를 통한 또 

다른 목적달성의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소나무를 위주로 도성주변에 식목을 

하되 소나무가 환경 적 으로 적 합하지 않은 장소 

에는 어떤 상징성이나 선성함과는 관계가 없더 

라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도성 금산의 소나무는 비 록 봉산 

에서 처럼 국용 관용 혹은 병선제작용 목재로 

서 대규모로 이용하지는 않았다해도 완전히 신 

성불가침하게 보호한 것은 아니었고， 금산에 

수풀이 우거져서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을 때 

송림을 베어내기도 했으며 54) 금산의 소나무를 

가옥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 

도 있었다 55) 

예로부터 治山治水가 농경위주의 봉건사회에 

서 君王의 중요한 임무로 여겨져 왔던 것을 보 

아도 식목과 육림을 통한 홍수나 산사태의 예 

방이 조선에 있어서도 가볍게 취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實錄에 禁山에서 나무만이 

아니라 흙과 돌의 채취도 강력하게 금지했다는 

데서도 禁山의 정책목표가 도성의 자연재해 예 

방에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그 

48) 成宗 12年 正月 19 日의 實錄을 보면 의정부와 한성부가 궁궐의 20척이내와 금산을 침범한 가옥수가 

조사결과 가옥이 199동， 願가 31동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49) 李萬雨， 1974, 앞의 논문， p.12. 
50) 李쏠寧， 1985 , 앞의 책， p.87. 

崔永俊， 1989, 앞의 논문， p.9. 
51) 李뿔寧， 1985 , 위의 책， PP. 145-147. 
52) 李萬雨， 1974, 앞의 논문， PP.16-17. 
53) 世宗實錄 卷 64. 世宗 16年 (1434) 4月 辛未(24 日)條.

‘傳답兵費 南山內外面 白돔山 母옮山 成均館洞 仁王山 松林精陳處 種相子 據實等木.’

54) 成宗實錄 卷 102. 成宗 10年 (1479) 3 月 TE(l 日)條.
55) 世宗實錄 卷 52. 世宗 13年 (143 1) 4月 쫓째 (9 日 ) 條.

‘ ... 其至負者 令都藍及漢城府 五部 審其1콤計 以禁山松木 量給造家之材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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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실록에서는 국도의 자연재해 방지라는 측 

면을 禁山의 존재 이유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도성 안의 자연재해 

방지가 禁山의 설치목적이라면 도성 내부의 자 

연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도성 

밖의 광범한 산지까지 모두 禁山으로 포함되어 

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禁山과 

자연재해 방지의 관계는 적어도 조선전기에는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禁山은 

산능선을 연하여 설치되어 있어서 풍화와 침 

식， 산사태에 예민한 山힘面은 산능선 보다 禁

山設定에 있어서는 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자연재해 방지를 禁山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조선 전기에 경복궁 주변의 산줄기와 城底十

里의 산줄기를 나무의 식재를 통하여 보호해왔 

음을 보여 주는 실록의 내용56) 을 볼 때， 禁山

設置의 근본 목적 이 산줄기 보호에 있음을 명 

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실록을 통하여 볼 때 금산의 설치목적에서 

풍수적인 지맥보호나 비보에 관계된 실록의 기 

사 수가 31회나 되는 반면， 자연재해 방지를 

표면적 목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보이지 않았 

다. 궁궐의 숭엄을 위한 목적의 3건은 모두 연 

산군 때 보인 것인데， 궁궐 안을 산에서 내려 

다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러한 숭엄의 유지는 도성 내의 금산에만 적용 

될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풍수적 지맥보호 

보다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범위가 제한적이었 

다. 

그러나 산맥의 보호를 위한 당시의 금산에 

관련된 활동들은 벌목과 채석， 굴토 등의 산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활동들로서， 현재의 시각 

에서 겉으로 드러난 형질변경 활동만을 볼 때， 

자연재해 방지나 자연보호 활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2) 山服保護의 意味

성종이 風水說때문에 昌慶宮의 外춤龍인 興

德후 뒤편 고개의 지맥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 

입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글57) 은 금산설치가 

상당부분 풍수적 논리와 연관이 됨을 알 수 있 

다. 

“경복궁은 白虎가 높고 험준하나 좁龍이 

낮고 미 약하므로 架開庫 북쪽산의 來服에 소 

나무를 심어 길렀는데 근년에 벌레가 먹어서 

반이 넘게 말라죽었으며， 그 마르지 않은 나 

무도 근방의 무식한 무리가 가지와 줄기를 

베어쳤고， 혹 服大을 파고서 집을 짓기도 하 

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청룡이 날로 쇠약 

해지니， 청컨대 標를 세워서 한계를 정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山服을 裡補하게 하소서 

하니 禮費와 漢城府 風水學에 명 하여 함께 

살펴서 標를 세우게 하였다 58) 

이러한 실록기사는 풍수적 논리때문에 산맥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산 

맥을 牌補한다는 말이다. 즉， 산에 나무를 심 

어 산맥을 배양하는 것이 牌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비보의 방법으로 假山을 쌓는 것 

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牌補의 필요성을 新羅의 

천년왕업에 비추어 설명한 것으로 보아59) 牌補

를 통한 산맥보호와 배양의 최대관심은 조선왕 

조의 번성을 풍수의 논리로써 꾀하고자 하려는 

데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한양의 主山이 백두산에서 이어져 내려온 맥 

을 받아서 한양의 사방을 감싸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6이 主山과 연결된 산맥이 뻗어있는 

56) 成宗實錄 卷 7, 成宗元年 (1470) 9 月 辛표 (26 El)條.

57) 成宗實錄 卷 228, 成宗 20年(1489) 5 月 內子(1 9 日)條.

‘傳답漢城府티 我國 若不用風水之說 則已옷 不得E而用風水 非범今日然也 興德、놓北~냄 乃昌慶宮外좁龍 

在所當閒

58) 文宗實錄 卷 7, 文宗元年 (145 1) 內成(1 8 日)條.

59) 世宗實錄 卷 119, 世宗 30年 (1448) 3 月 쫓E. (8 日)條. 

‘陰陽學히IJ導全守溫 上書티…歷觀新羅之業 千有餘年 而造山種樹 以補寬間之處 ... 今我國都 羅星空缺 水口

寬關 RIJ羅星 水口 不可以不補롯 然藥土罵山 而補缺 則功不易成 種樹成林 而鎭塞 則事半功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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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는 도성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결된 산맥 

의 뼈대가 되는 암석의 채취를 금지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양의 四方의 山인 四山

이 모두 禁山에 속하게 된다. 城底十里는 한양 

이라는 明堂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산줄기가 

이어진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뻗어 

있는 산맥들이 禁山으로 설정되어 보호되는 것 

이다. 

풍수에서는 地氣가 흐르는 氣服으로서 산맥 

의 연결을 중시하는 까닭61) 에 북쪽의 주산과 

마찬가지로 동， 서， 남쪽에서도 각각 청룡， 백 

호， 안산의 맥이 주변의 산맥과 조화롭게 연결 

되어야 地氣가 두루 흐르게 되므로， 결국 한양 

四方의 山이 모두 禁山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땅은 백두산까지 무한히 이어지지만 한 

양이라는 明堂을 이루는데 직접연관을 맺는 山

들만 禁山으로 설정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금산의 기원은 한양을 국 

도로 선정하는데 풍수의 논리가 뒷받침되면서 

그후 한양의 도성건설에서도 풍수적 논리가 개 

입하고 그 결과 명당을 구성하는 주변의 산들 

은 한양이라는 明堂에 地氣를 모아주는 구설을 

하는 氣服으로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쳐지게 

된 것 62) 에 있다고 추측된다. 그리하여 왕조의 

번성을 목적으로 하는 왕권을 비롯한 권력 담 

당자들은 이들 주변의 산들을 全王朝的 차원에 

서 보호하게 되었다. 즉， 풍수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 는 장소에 는 나무를 심 어 보호하 

였고， 明堂의 局을 이루는 山服에 대해서는 경 

작과 가옥건축， 채석과 벌목을 금지하여 氣服

을 보전하려 하였다. 

5. 要約 및 績論

朝蘇前期 漢陽禁山의 범위와 기능을 구명하 

기 위한 목적에서 朝蘇王朝實錄과 地志、를 비롯 

한 古文敵과 古地圖 등의 실증적 자료를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지리적 의미를 해석한 

결과 다음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첫째， 朝蘇前期 漢陽禁山의 공간적 범위는 

흔히 四山으로 표현된다. 四山은 北돕山， 南

山， 인왕산， 낙산의 이른바 풍수에서 말하는 

四神妙에 해당하는 네개의 봉우리 뿐만 아니라 

이들 네개의 主峰에 연결된 주변의 산인 四方

의 산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인 

조선전기의 범위는 북쪽으로 도봉산， 북한산을 

포함하고， 서 쪽으로 騎山과 청 파동， 三角地를 

지나， 남쪽으로 챙泰院洞， 漢南洞을 거쳐， 鷹

á逢， 金湖洞으로 이어지며， 동쪽으로 안암동， 

종암동， 미아리 고개를 지나 정롱을 거쳐 북한 

산에 연결되는 션을 대체로 포함한다. 이러한 

범위는 대체로 조선시대 城底五里 범위에 해당 

한다. 도성내부를 포함하여 성저오리 범위까지 

의 全地域이 금산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으 

며， 이 범위 안에서 도성 안은 산의 능선 부분 

과 산록， 도성 밖인 성저지역에서는 산능션 부 

분만 금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漢陽禁山의 범위는 대체로 城底十里까지 확대 

가 되는데， 확대의 원인은 성저지역에서의 인 

구증가와 취락발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漢陽-禁山은 성저의 취락발달을 억제하 

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으로는 

금산의 범위 자체가 조선시대 한양의 성저지역 

60) 世祖實錄 卷 31, 世祖 9年(1463) 10 月 丁未 (22 日)條.

‘兵暫뺨 石者山服骨節 只禁都城山숍內面代石 不可 請都몽主山來服 自!或吉道 長白山 至鐵領 自江原道

j佳陽府 風용 至金城縣 馬l뺑 及注波l뺑 엽狼川 抗띠見 至京짧 加平縣 華옮山 自楊州 五峰山 至三角山 普賢

筆 及白몸 東則 自寶燈洞 至多也院 鼓嚴察펄 西則 범香林충 至綠播視 洗路嚴北ù암 延昌폐農所 拉令꺼 

tlt. ' 
61) 鎬龜經， 山勢篇， 第四.

‘氣因形來 而斷山 不可舞也 所謂JÍ.塵之骨 |핍휠之支 氣之所隨 山많斷總 氣不隨來 故不可賽也. ’ 

62) 山服을 氣服으로서 보았던 한 예로 한양의 지도를 만드는데 그 제작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수학적 

계산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風水師가 포함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산맥을 물리적 실체만으로서 

가 아니라 지기가 흐르는 맥으로 보았던 데서 기인한다고 보아진다. 

端宗實錄 卷 11, 端宗 2年(1454) 4月 여따 (17 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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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의 樣相을 짐작할 수 있는 端網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조선전기의 성저오리의 금산 범위 

는 당시 취락의 발달이 성저오리 범위 이내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산맥 훼손의 우려지역이 대 

략 성저오리 범위 이내가 되므로 이 범위가 금 

산의 범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의 

금산확대가 성저지역의 신설 功과 찢의 범위와 

일치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취락의 발달과 금 

산범위의 확대는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여 

진다. 

세째， 漢陽禁山의 관리는 漢城府가 중심이 

되어 담당했으며， 成宗朝까지는 兵費가 그 이 

후는 工費가 한성부와 함께 금산을 관리하였 

다. 병조에서 임명하고 한성부와 공조의 지휘 

와 감독을 받는 四山藍投官이 산지기를 감독하 

면서 실질적인 금산관리를 전담했으며， 觀象藍

의 風水學은 답사를 통해 금산의 지정과 금산 

범위의 확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한성부의 업 

무를 보조하였고， 議政府는 금산정 책 전반에 

관해 임금에게 자문하였다. 

네째， 漢陽禁山의 운영은 왕권의 절대적 관 

심 속에서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여 엄격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士大夫層의 토지사유화에 

의한 토지제도의 문란과 漢陽禁山의 사상적 기 

반이었던 풍수사상의 왜곡과 타락으로 15세기 

중엽이후 漢陽禁山의 운영은 엄격히 이루어지 

지 못했다. 

다섯째， 도성의 숭엄유지， 자연재해 방지， 

산림보호 등과 함께 漢陽禁山의 설치 목적은 

소나무를 비롯한 목재를 경제적 자원으로 이용 

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던 지방금산과는 달리 풍 

수적 논리에서 明堂인 한양의 地氣를 盛H王시 

쳐， 地德、을 입어 왕조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 

려는데 있었다. 왕권을 비롯한 지배층이 의식 

적으로 풍수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한양의 산맥 

에 대한 형질변경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 결과 

적으로 도성의 풍치를 유지하고 자연재해를 방 

지 하는 효과를 가져 오긴 했지 만， 氣服의 보호 

에 대한 의지에 비해 자연재해 방지나 풍치유 

지 등은 부차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漢陽禁山 설치의 계기는 조선이 개 

국과 함께 왕조의 기틀을 세우는 일환으로 國

號과 都몹을 바꾸었는데， 이 과정에서 도읍의 

선정과 건설을 풍수의 논리체계를 근거로 해서 

실시함에 따라 漢陽의 山川은 단지 물리적인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명당으로서의 의미가 부 

여된 고유한 성격을 부여받은 장소가 되었으 

며， 그 결과 명당을 유지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금산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The location and functions of Keumsan in Seoul of the 
early Choson dynasty 

Summary 

The Choson dynasty(A.D. 1392-1910) of 

Korea designated much portion of Hanyang, 
the capital city which is nowadays called Seoul, 
to the Keumsan, i.e., ‘forbidden mountains and 

hills’ where any type of land utilization was 

strictly prohibitted. Studies have interpreted 

Journal ofGeography 20 , August 1992 , pp.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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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umsan somewhat equivalent to the 

‘green be1ts' of the Western cities. The present 

study re-examines the functions of Keumsan 

and attempts to delineates the exact sphere of 

the forbidden lands. The old documents exam

ined for the study are the Choson-wa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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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lok(朝蘇王朝實錄， dai1y records of Choson 

dynasty’s affairs), the Kyeongkuk-daejon(經國

大典， the constitution of Choson dynasty) , geo

graphica1 records of Hanyang, and old maps as 

we11.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1-

10ws: 

The Keumsan of Hanyang was bounded on 

the north by Mt. Tobong and Mt. Pukhan, the 

south by Eetaewon, Hannamdong and Keum

hodong , the west by Ahnsan and 

Cheongpadong, and the east by Jongamdong 

and Jeongneong. However, not all of the areas 

within this boundary were designated to the 

forbidden 1ands. The Keumsan contained both 

mountain ridges and sides in the inside the 

Hanyang cats1e, but moutain ridges on1y in the 

out of the cast1e. The 1imits of the Keumsan 

indicate the extent of the built up areas of 

Hanyang in the early Choson. The popu1ation 

increase in the capita1 city resulted in en1arg

ing the Keumsan in the 1ater centuries of the 

dynasty. 

Hanseong-bu(漢城府， the Hanyang city 

authority) , Kong-jo(工費， the ministry of con

struction of Choson) and Byeong-jo(兵費， the 

ministry of defense) were charged with protec

tion of the Keumsan against infringements 

over it. In the earlier days, The Keumsan was 

kept very well since the emperors of Choson 

were much concerned about conserving the 

Keumsan. But 1ater on the abuse of the forbid

den 1ands had been increased, and even private 

occupancy of the roya1 forests became common 

practices. 

The present study finds that the reasons 

behind the designation of the Keumsan had 

much to do with the thought of poongsoo(風水).

In poongsoo , Seou1 was conceived as the 

myeongdang( 明堂) meaning an idea1 p1ace with 

vita1ity and we1fare of the dynasty. As the 

mountains and hills there constitute myeong

dang, they had to be well conserved to enrich 

ti-chi(地氣)， i.e. , 1ife-force the earth has. The 

way activating ti-chi in Hanyang was p1anting 

and conserving forest , rocks and soi1s there. 

The Keumsan was originated to preserving 

connectivity of mountain and hill ridges at 

myeongdang to vita1ize ti-chi there. The 

emperors of Choson wou1d ensure to prosper 

the dynasty. Through protecting the Keumsan 

which was re1ated with making the function of 

myeongdang , that endows good health , 
we1fare, and advantage to residents there. 

Keywords: keumsan(禁山)， Choson-wan밍0-

sillok(朝購王朝實錄)，poongsoo(風水)， myeong

dang(明堂)， boundary of Keu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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