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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짧F홉t期 휠훌城R풍 城&훌十里의 地理的 緣性에 관한 細究

이 현군** 

A Study on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 Songjoshimni' in the earlier Choson Dynasty 

Hyeon -Goon Lee 

요약 : 朝離時代 漢城府의 관할 구역은 北폼山， 南山， 路山， 仁狂山을 연결한 都城과 城底十里로 이루어졌다. 성 

저십리에서 城底란 성 밑 또는 성 밖을 뭇하며 십리란 都城올 기준으로 약 10리에 해당하는 지역임올 뭇한다. 

성저십리의 交通網은 城門에서 나온 道路와 漢江의 나루터로 연결되는 河運이 컬합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漢

江邊은 漢城과 가깝고 배로 物品을 運送할 수 있어 성저십리 지역은 한성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集散地 投홈l올 하 

였다. 이 중 龍山 西江의 會庫 設置는 慣運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과 물이 모이는 곳에 창고를 셜치하여 山水의 

氣，運이 모이게 한다는 도성 건셜 논리가 결합된 결과였다. 

성저지역에서 공식적인 집터 분배는 南大門과 西大門 사이， 東大門 • 水口門， 흉義門 밖의 ~頂序로 時間的 隔差를 

두고 이루어졌다. 

성 밖의 지역은 位置， 엽然環境， 城門의 性格에 따라 機能的으로 分化되었다. 都城의 保存올 위한 主服의 保護는 

北部地城에서， 農業機龍은 여러 河川이 존재하는 東部에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交通의 結節地로서의 機能은 각 部

가 담당하나 南部와 西部地城이 陸運과 海運의 結合을 통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위치에 따라 

동부는 한반도 동북부， 남부는 한강 이남의 전 지역과 陸路로 연결되며 서부는 육로를 통해서는 한반도 서북부 

지방과 연결되고 灌路를 통해서는 전국과 연결되었다. 

주요어 : 漢城府， 城盧十里， 漢城， 地理的 特性

Abstract The area of Hansungbu in the Choson Dynasty was not limited to Hansung, but was 

extended to the surroungding area, whlch was called ‘Song뼈비mni’ . ‘Songp’ means ‘under the wall' or 

‘'outside the wall' , and ‘s비m피’ m않ns about l Ori distance from Hansung. 

The p따pose of thls thesis is to study the g∞graphlcal characteristics of ‘Songþs비mni’ . 

A network of roads starting from the city gate with the transportation through the Han river was the 

form of its network of roads. 

The ‘Songþshlmni’ area played the role of a distribution center of the gα성S ∞ming to Hansung 

because the g，αlds ∞u1d be transported by shlp through the Han river n얹r Hansung. Storehouses were 

established to gather tax revenues ∞llected from the provinces at Y ongsan and Sogang around the Han 

river because they had geomorphological advantage for shlpping. A1so, the principle that nature' 5 spirit 

could be ∞ncentrated by establishing god.owns at a place where water gathere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se ∞nstructions. 

O돼da1 designation of re하dence sites was carried out at regu1ar interva1s, in the sequence of the area 

between N하ndaem∞n and S여aem∞n， Tongdaem∞n， Sugum，∞n， and then the area outside Changuim∞n.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이정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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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雖前期 漢城府 城底十里의 地理的 特性에 관한 鼎究

The areas outside the wall shared the functions of guarding the capital city and linking the capital city 

with the 0따허de area, aα:ording to their 11α::ations， natural environrnent,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city 

gate. 

Key Words: Hansungbu, ‘'Song뼈비mni’ , Hansung, geographica1 characteristics 

1 .서론 

1.問題提起 및 R究 目的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조선 태조에서 명종 초 

반(1395-1550년 무렵)으로 朝離前期에 해당한다. 

조선전기는 현재 서울의 기본 골격인 한성이 형 

성된 시기이며 한성은 이전의 한양 도시 공간구 

조선시대 한성부는 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 성의 기본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한양이 조선 

을 연결한 都城과 城底十里를 관할구역으로 하 의 수도로 선정됨에 따라 성저십리는 고려 시대 

였다. 城底十里에서 城底란 성 밑 또는 성 밖을 와는 다른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성저십 

뭇하며 十里란 성곽을 기준으로 약 10리를 범위 리라는 용어와 범위는 조선에 들어와 정해졌으며 

로 하고 있음을 뭇한다. 성저십리는 도성과 함 임란과 호란을 겪은 조선후기의 성저섭리는 조선 

께 한성부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성 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조선전 

곽에 의해 도성 안과 구분되었으며 한성부의 행 기를 연구시기로 선정함으로써 조선후기에 성저 

정구역에 포함되므로써 지방과도 구별되는 지역 십리가 급격히 발전하는 배경과 서울 확장의 역 

이었다. 사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저십리는 수도인 한성부에 포함되면서도 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해 이루어 

질적인 수도가 아니었으며 한성부의 관할에 포함 졌다. 문헌조사에는 한성부 관련 자료와 지도가 

됨으로써 지방과도 구분됨에 따라 성저십리만의 이용되었다. 문헌으로는 朝蘇王朝實鍵， 新增東國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형성했을 것이다. 

조선전기 성저십리의 지리적 특성은 성저십리 

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도성과 지방의 중간 지대 

에 해당하는 위치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저십리의 자연환경과 위치적 특성 

은 城郭의 建設， 성저십리의 範圍， 制度， 都市計

劃， 聚落과 交通路의 形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저십리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위치적 특성에 의해 성저십리의 교통로와 취락은 

與地勝훌훌， 經國大典， 萬機要훌훌， 大同地志를 이용 

하였다. 현지 답사는 과거 성곽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과 한성의 성문들， 성저십리의 경계를 이 

루는 지점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ll. 城底十里의 形成 背景과行政 

1.城底+里의 形成 背톨 

1) 역사적 배경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성저십리는 內部的으로 어 한성부의 관할 구역이 도성 밖 성저십리까지 

떻게 地域的 差別性을 나타내는가를 밝혀냄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高麗時代의 開城府에서 그 

써 조선전기 한성부 성저십리의 지리적 특성을 前例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의 수도로 태조 2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년(919) 開州가 설치되었다가 성종 14년 (995) 

개성부로 바뀌었는데 이 때의 개성부는 開京 5部

2. iJF究 時期 및 冊究 方法 와 i한縣(6) . 幾縣(7)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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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9년 (1018) 에 개경 5부와 경기지역이 분리되어 이르고， 남쪽은 한강 및 노도(露體)에 이른다고 

문종 16년 (1602) 에 경기를 개성부로 개칭하였다 되어 있으며 이후 영조 20년에 편찬된 續大典의 

가 충렬왕 34년 (1308)에 개경 5부와 개성현을 합 기록은 성저십리의 동쪽 경계는 水觸視， 牛耳川，

쳐 개성부로 삼았다가 공양왕 2년(139이에 다시 上 · 下代里， 中浪浦까지이며 남쪽 경계는 살꽂이 

개경 5부를 포함한 개성부와 京鐵左 · 右道로 나 다리(騎申橋)-新村-頭毛浦-龍山을 잇는 한강가이 

뉘어진다(박용운， 1996: 91-92) . 

고려 성종이 개주를 개성부로 승격시킨 것은 

庸의 제도에서 끌어온 것으로 당은 수도인 羅州

를 京째府로 승격시켜 일반 주와 구분되는 특별 

구로 설정하였다. 적현과 기현의 설치 역시 당의 

며 서쪽 경계는 마포-성산-망원정-사천-살꽂이 

고개(石單 l뼈)를 이으며 북쪽 경계는 북한산에 이 

른다고 되어 있다(서울특별시. 1965: 11). 

현재의 서울에서 동쪽은 미아 삼거리， 경희대 

(회기동) , 시립대학교(전농동) • 용답동까지이며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당은 京都 治所의 현으로 남쪽은 금호동， 한남동， 용산， 마포， 망원동 강변 

적현(京縣)을， 京都 旁물의 현으로 幾縣을 두었 까지이고 서쪽은 불광천을 따라 증산동， 역촌동， 

던 것이다. 王京인 개경 주위에 적현과 기헌을 불광동 북쪽은 진관외동 비봉， 북한산성 대남문 

두고 개성부의 관할하에 둔 것은 적현과 기현을 정릉 유원지까지가 대체로 조선시대 都城 밖 10 

幾輔地域으로 삼아(박용운， 1996: 60) 이 지역들 

이 왕경을 보화하도록 한 조처였다. 

조선시대에 한성부의 관할구역이 도성 안을 포 

함한 성저십리까지인 것은 왕경 주위에 기보지역 

을 두던 전통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 

대에 들어와 따로 적현과 기현을 두지는 않았지 

만 도성 밖의 일정 범위를 한성부의 관할 하에 

두어 도성과 지방 사이의 완충 지역을 두고 지방 

과 도성 사이의 성저십리로 하여금 도성을 보좌 

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성저십리의 범위 

백악산， 인왕산， 낙산， 목벽산(남산)을 연결하여 

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범위는 서울특별 

시 행정구역 중에서 한강 이북의 약 5/6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며 대체로 강남개발 이전인 1960 

년대 서울과 거의 비슷하다.(박경룡， 1995: 17) 

2. 城底+里의 行政과 A口

1) 성저십리의 행정 

한성부의 관할구역은 4대문을 연결하는 도성 

안과 성저십리로 이루어졌고 행정구역은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의 5부 52방으로 나뉘어졌 

다. 한성부의 관할 구역이 5部로 나누어진 것은 

고려의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중앙에 중부를 두 

형성된 도성을 기준으로 약 10리 지점에 위치하 고 동서남북으로 구획한 것이다(박용운.1996: 91) 

면서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이 될 정도로 명확하 조선초기 5부의 방명은 다음과 같이 실록에 나 

게 나타나는 자연 환경은 북한산， 사천， 중랑천， 타나고 있다. 

한강이었다. 따라서 성저십리는 도성과 남쪽으로 

한강， 동쪽으로 중랑천， 서쪽으로 사천， 북쪽으로 

북한산의 연결선 사이에 해당한다. 

성저십리의 경계는 세종실록지리지의기록에 

“성저십리(성저십리)의 동쪽은 양주(楊州) 송계 

원(松漢院) 및 대현(大뼈)에 이르고， 서쪽은 양 

화도(楊花體) 및 고양(高陽) 덕수원(德水院)에 

태조실록 5년 4월 19일 병오 한성부로 하여금 

5부(五部)의 방명표(功名標)를 세우게 하였다. 

동부가 12방(행)이니， 연회(藏喜) . 숭교(뿔敎) . 

천달(束達) . 창선(흉善) • 건덕(建德) . 펙성(德 

成) . 서 운(瑞훌) • 연화(運花) . 숭신 (뿔信) . 인 

창(仁昌) . 관덕(觀德) . 홍성(興盛)이요， 남부가 

11방이니， 광통(廣通) . 호현(好賢) . 명례(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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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 . 태평(太平) . 훈도(薰뼈) . 성명(誠明) . 낙 

선(樂善) . 정심(貞心) . 명철(明합) . 성신(戰 

身) • 예성(禮成)이며， 서부가 11방이니， 영견(永 

堅) . 인달(仁達) . 적선(積善) . 여경 (餘慶) . 인 

지(仁智) . 황화(皇華) . 취현(聚賢) . 양생(養 

生) . 신화(神化) • 반석(盤石) . 반송(盤松)이고， 

북부가 10방이니， 광화(廣化) . 양덕(陽德) . 가회 

(嘉會) . 안국(安圍) • 관광(觀光) • 진정(鎭定) . 

순화(順化) . 명통(明通) . 준수(俊秀) . 의통(義 

通)이며， 중부가 8방이니， 정선(貞善) . 경행(慶 

幸) . 관인(寬仁) . 수진(壽進) . 정청(훔淸) • 장 

통(長通) . 서린(瑞훌) . 견명(堅平)이었다. 

성저십리가 한성부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었으 

나 성밖에서 한성부의 정식 행정 체계인 5부에 

포함된 지역은 조선 전기에 있어서는 태조대의 

서부 반석방과 반송방， 동부의 숭신방과 창인방， 

세종대의 예성방과 성신방 뿐이었다. 세종 6년 

이전에 도성 밖 지역에서 5부에 정식으로 편입된 

지역은 남대문 밖 반석방， 반송방 뿐이었고 세종 

6년에 동부와 남부의 각 2개방이 5부에 정식으로 

편입된 이후 정조 12년(1788) 한성부 각부의 방 

과 계 이름을 새로 정하기까지 왕조실록에 성밖 

의 방과 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성저십리는 세종 • 세조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관장하는 곳이 없었고 경작지와 거주민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성저십리는 한성부의 관할 하에 있긴 하였으나 

조선전기 성저십리의 주민들은 한성부의 관할 하 

에 완전히 들어 간 것이 아니라 한성부 주민으로 

서의 성격과 지방민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된 상태 

하에 있었다. (세종실록 3년 11월 28일， 세종실록 

24년 1월 27일， 세조실록 7년 2월 27일) 

록된 호구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초기 한성부 성내외별 호구분포 

원t 
성 안 성 밖 합 계 

호 인구 호 인구 호 인구 

태종 9(1409) 11ρ56 11,056 

세종 10(1428) 16,921 103,328 1,601 6，따4 18,522 109,372 

세종 14(1432) 17,015 1,779 18,794 

세종 17(1435) 19,552 2,339 21,891 

세종 20 (1438) 18,422 1,930 I 20,352 

자료: 조선왕조실록. 

성 밖의 호수 비율은 전체 한성부에서 세종 10 

년의 경우 8.6%, 세종 14년에 9.5%, 세종 17년에 

10.7%, 세종 20년에 9.5%에 불과하다. 이는 조선 

전기에 있어 실질적 왕도인 도성 안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 있고 도성 밖은 고려시대와 별 차이 

없이 인구밀도가 아주 희박한 상태로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저십리 주민의 신분에 관한 조선전기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1663년의 북부 호적대장을 근거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표 2. 1663년 북부의 신분벌 인구 

신분 

인구 
며 
。

백분율(%) 

자료: 조성윤， 1992: 76 

합계 

2075 

100 

17세기 중엽(1663년)에 있어서도 성 밖의 거주 

인구 중 양반과 명민을 포함한 비율이 30%에 미 

2) 성저십리의 인구 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전기에 있어 

호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태조 6년의 것이고 서는 양반들이 성 밖에는 거의 거주하지 않은 것 

각 도 호구는 태종 4년과 태종 6년에 처음으로 으로 생각된다. 조선전기에 있어 한양으로 도읍 

기록에 나타난다. 한성부의 호구와 관련된 태종 을 정한 후 공식적으로 집터를 배분한 지역은 도 

9년이 처음으로 이후 조선전기에 있어 실록에 기 성 안이었고 성 밖은 아직 도시로의 변모를 갖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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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태로 양반들이 성 밖에 거주하는 것은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가장 큰 길은 도성의 정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했을 것이다. 인 남대문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도로이다. 남대 

문에서 시작된 도로는 서북 방향으로는 개성부와 

III. 城底十里의 交通과 聚落

1.城底+里의 交遍

연결되었고 남쪽으로는 한강을 거쳐 지방으로 가 

기 위한 서빙고， 노량진， 한강진， 용산， 두모포 등 

의 한강변의 주요 나루터와 연결되었다. 남대문 

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연결된 도로는 한강변의 

1) 城底十里의 交通體系 주요 나루를 사이를 연결하기도 하고 한강을 지 

한양은 전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 나 각 지방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로 한강을 끼고 있어 육운과 수운을 통해 지방과 서빙고로 통하는 길은 숭례문에서 바로 연결되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 기도 하였고 숭례문에서 나와 용산이나 노량진을 

었다. 한양이 도읍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 이 경유하여 서빙고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노량진이 

요건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실제로 태조와 신 나 용산을 통해 숭례문과 연결되었던 서빙고는 

하들은 도읍 선정 과정에서 육운과 수운이 편리 

한 지점이 수도로서 선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 

고 있으며 한양이 각 지방과 연결될 수 있는 입 

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저십리의 교통망은 성저십리의 위치적 특성 

에 의해 따라 도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 

양재， 수원， 선릉， 과천， 온양을 향하는 육로로 연 

결되었다. 노량진은 시홍， 화성과 통하였으며 두 

모포는 과천， 양재 등과 삼전도는 송파와 연결되 

었다. 

남대문에서 시작한 도로는 한강으로 나가는 

도로 외에 도성을 따라 창의문까지 연결되는데 

며 육상도로망은 성저지역의 지형에 영향을 받아 모화관과 홍제원에서 중국의 사신을 맞이한 후 

형성되었다. 이 길을 따라 남대문을 통하여 사신과 함께 도성 

성저십리의 교통망은 도성에서 뻗어 나온 육로 

와 한강의 나루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데 이것은 성저십리의 남쪽 경계가 되는 한강이 

육상 교통의 장애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성저십리 

가 육운과 수운이 결합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조 

으로 들어왔다. 

돈의문을 중심으로 난 대표적인 도로로는 도성 

서쪽을 따라 모화관·홍제원으로 연결된 도로이 

다. 이 길은 영은문과 사현으로 연결되어 한반도 

의 서북지방과 중국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사신 

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연 을 맞이할 때 임금은 궁궐에서 돈의문을 거쳐 모 

결된 전국의 수운망은 도성과 지방을 연결해 주 화관으로 나아갔고 사신은 홍제원과 사현을 지나 

는 역할을 하였고 한강은 일찍부터 광나루(廣 영은문을 통해 모화관에서 기다렸다. 돈의문에서 

律) , 삼전도(三田獲) , 서빙고나루(西水庫律)， 한강 시작한 도로는 한강변의 망원정과 연결되고 망원 

진(漢江律) , 동작진(鋼螢律) , 노량진(鷹梁律) , 마 정과 인접한 양화진을 거쳐 양천， 인천， 강화， 부 

포진(麻浦、律) , 서강진(西江律) , 양회진(楊花律) 평으로 연결되었다. 홍인문은 광주， 수원， 용인， 

등의 나루가 발달하여 도성에서 한강 이남으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주， 강원도， 함길도를 갈 때 출발점으로 삼았으 

며 성 밖의 동부지역에서의 선농단 제사나 성 

성저십리와 한성부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는 각 밖 동쪽의 농업시찰， 한강변의 낙천정 제천정 등 

성문에서 시작된다. 성문은 위치와 성격에 따라 의 정자로 행차할 경우 사용되던 문이었다. 

각각 성저십리와 지방으로 다르게 연계된다. 도 도성의 북문에 해당하는 숙청문은 도성의 주맥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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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주로 닫혀 있었다. 따라서 

도성의 북쪽으로 통하는 북문의 구실을 대신 한 

것은 혜화문과 창의문이었다. 동소문은 주로 동 

북지방과 강원도로 연결되었는데 이 문을 통하여 

평주， 적성， 양주 등과 연결되었고 이 문을 통하 

여 野A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왔다. 창의문은 세 

종대에 숙청문과 같은 이유로 폐쇄되었다가 중종 

이후 개통되어 고양과 양주로 통하는 통로가 되 

었다. 

성저십리가 한성과 지방의 중간에 위치함에 따 

라 성저십리에는 역과 원이 발달하였다. 청파역 

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소， 기로연의 장소가 되기 

도 하였다.(세종실록 12년 9월 27일 을축， 세종 

실록 13년 8월 28일 경신， 성종실록 4년 3월 3일， 

중종실록 29년 7월 28일 계사) 

이태원은 도성 안에서 동작진， 서빙고진， 한강 

진으로 연결되어 한강 이남으로 가는 신하의 전 

송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태원으로 통하는 길 

의 중요성은 연산군대에 길의 통행을 막고 한강 

변까지 금표를 확대하면서 이 길만은 통하도록 

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연산군일기 10년 10월 10 

일 정묘) 

은 남대문 밖에 있으며 남대문에서 뻗어나온 중 전관원은 성저십리의 동쪽 경계가 되는 중랑천 

심도로(청파로)에 위치하였고 이 역 거쳐 용산， 위에 위치한 전관교와 바로 인접하여 동대문과 

노량， 동작， 서빙고， 한강 나루로 나갔다. 청파역 

은 한강을 지나 양재역으로 연결되었다. 노원역 

은 홍인문 밖에 위치하여 한반도 동북부 지방으 

로 나가는 대로상에 위치하였다. 노원역은 한성 

이 건설되기 이전에 태조가 종묘지을 터를 살펴 

본 후 유숙했고(태조실록 3년 8월 13일 경진) 

태종이 태조를 모시고 유숙했을 정도로 교통상으 

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태종실록 5년 끄월 6일 

무술) 

성저십리의 두 역과 아울러 교통상의 결절지 

수구문에서 왕십리를 거쳐 송파로 연결되고 부산 

과 상주로 이어지는 외방도로상에 위치하였다. 

2) 權運

성저십리의 남쪽 경계가 되는 한강은 강원도， 

충청도에서 시작되어 서해로 들어감에 따라 수운 

을 통해 전국과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강이 수운을 통해 전국을 연결하고 도성과 

지방의 중간에 성저십리에 위치함에 따라 도성으 

기능으로 중요한 곳은 성저십리 내의 4院이다. 로 들어오는 조세와 도성 안의 생활에 필요한 물 

院은 조선시대 여행자를 위해 주요 교통로 상에 품을 성저십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었다. 龍

셜치된 것으로 성저십리 지역의 4원은 홍제원， 山江은 경상， 강원， 충청， 경기 4도의 조세수송선 

보제원， 이태원， 전관원이다. 이 한강 상류를 통하여 내려와 닿던 곳으로 조선 

홍제원은 서대문 밖 사현 북쪽에 있는 원으로 초 군수물자를 저장하는 군자감 창고와 內待의 

중국 사신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옷을 禮料， 老A의 歲購， 使民의 眼米를 관장하던 풍저 

갈아입던 곳이다. 이 곳은 조선시대 서울의 숭례 강창(鍵짧江율)(만기요랍，1971: 487) 이 있었다. 

문에서 沙視을 거쳐 沙川을 건너 의주로 가는 외 西江은 황해， 전라， 충청， 경기의 조운선 들어왔 

방도로 상에 위치하였다. 던 곳으로 궁중 소용의 미곡， 자리， 종이 등을 관 

홍인문에서 뻗어나가는 도로는 동묘를 지나 보 리하던 豊簡슐과 百官의 緣構米載을 積置하던 廣

제원에서 갈라져 하나는 누원， 서수라로 이어지 興율이 있었다. 

고 하나는 중랑교를 지나 망우리를 거쳐 명해로 조선전기에 있어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뻗어나간다. 보제원은 함길도 강원도로 가는 사 조운과 관련하여 용산강이 가지는 중요성은 태종 

신을 전송하는 장소， 도성 밖 동쪽의 벼농사 상 대에서 성종대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56 -



태종대는 한양으로 다시 천도한 때이다.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하륜이 용산강에서 숭례문 

까지 운하를 팔 것을 계청하였는데 한양을 중심 

으로 조운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정비하는 방안의 

하나로 조세가 바로 도성으로 운반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성종실록 4년 6월 3일 임술 전지(傳릅)하기를， 

“용산강(龍山江)에 대창(大會)을 설치한 것은 

조운(濟運)에 편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근래에 

큰물[大水]로 인하여 용산강의 하류에 모래가 

쌓이고 수심(水探)이 얄아져서 선박이 상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濟船)이 

서강(西江)에 정박(健油)하고， 조운한 미곡(米 

顆)을 수레를 사용하여 실어 들이게 되니， 어찌 

대창(大용)을 설치한 본의(本意)이겠느냐? 근자 

(近者)에 강가에 사는 백성들이 각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강(江)을 개착(開훌)하고자 하는 

자가 많으나， 힘이 모자라서 중지시켰다. 원상 

(院相)과 해조(該費)로 하여금 개착의 편부(便 

否)를 순심(파審)하여 보고하게 하라r’하였다. 

성종실록 8년 11월 28일 신묘 호조(戶費)에서 

아뢰기를，“지금 용산(龍山)의 강(江) 어귀가 모 

래 흙으로 차서 막혀， 경상도 전세(田規)의 조운 

(簡運)이 불편(不便)하니， 청컨대 내년부터 경중 

(京中)의 여러 관사(官司)에 바치는 전세(田鏡) 

를 두모포(豆毛浦)에 정박(健治)시켜 수송(輸 

送)하여 들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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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 논리는 한강의 지형적 조건과 결부되어 

용산， 서강을 중심으로 전국 수운망이 형성되는 

근간이 된다. 

2.城底+里의 훌落 

1) 聚落의 形成 過程

조선이 건국되고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 

태조 4년 각 관원에게 태조 4년 각 관원에게 그 

직품에 따라 家基를 나누어 주어 주택을 마련토 

록 하였다(서울특별시， 1976: 34) 이 때 나누어 

준 집터는 기본적으로 도성 안으로 한정되었다 

(조성윤， 1992: 141) 이후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아직 집터에 관련한 제도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 

태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측량하고 새로운 규 

정을 정해 나간다. 

집터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도성 

안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조선전기에 있어 도성 

의 형성과 공간체계에 있어 공식적인 집터로 나 

누어지는 곳은 주로 도성 안이었다. 

기존의 도성 계획에 있어 집터가 도성 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도성 밖 일부 지역이 공식적 

인 집터로 논의되는 것은 정약용의 도성 해석에 

서 독특하게 나타난다.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 

에서 쭈官 I費 事官之屬의 典埈司 도성 계획의 

원칙에서 都城 內 쭈測 3區훌tl과 西뼈 3區劃은 住

성종대에 들어와 용산강에 모래가 차 조운에 居地域으로 한다(六織)는 원칙과 더불어 도성의 

불편함을 준 것은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동측과 서측 바로 외곽에 도성 내의 구역과 같은 

성종대 이전에 용산강을 중심으로 한 조운체제가 구역을 동서 양측에 각각 3구획씩 두어 城外의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역으로 한다(六逢)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용산강과 서강의 창고는 태종대에 건설되었는 (이우종 182). 다산의 이 해석은 조선후기에 내려 

데(태종실록 13년 4월 17일 을축) 용산강과 서강 진 것으로 한성이 건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 

이 창고의 터로 지정된 것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 인 조선전기 성저지역의 주태지가 이와 관련되어 

고 있다. 즉， 조세를 모으는 것은 나라의 부를 쌓 해석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는 일이며 물이 모이는 곳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 도성 밖 지역도 공식적인 주태지로 분배될 수 있 

은 산수의 정을 모이게 한다는 논리였다. (문종실 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록 2년 3월 3일 변신， 영조실록 9년 3월 14일 을 도성 안은 조선초기 세종대에서부터 인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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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밀하게 느껴졌으며 도성 안에 한정된 집터 

들은 거주지 부족현상을 야기했다. 

세종실록 6년 4월 18일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도성 안에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대체로 

집터를 받고자 하는 딴 사람이 일찍이 받은 땅 

을 혹 빈터라 하며 혹 집짓고 남은 땅이라 하 

여 百端으로 다투어서 송사가 끊어지는 날이 없 

습니다. 남대문 바깥 盤石功 · 盤松행의 例에 의 

거하여 동대문 쪽 水口門 바깥에 있는 집 짓기 

에 적당한 곳을 본부에서 호조와 함께 살펴 한 

계와 동리 이름을 정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떼 

어주기를 청합니다 

조선전기 성 밖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인 

집터로 분배된 곳은 반석방과 반송방이었다. 반 

석방과 반송방은 성벽을 따라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태조 5년에 한성부 5부 

이 나누어 받을 만한 땅이 많지 아니하니， 창의 

문 밖 집을 지을 만한 넓은 빈 땅들올 모두 나누 

어줌이 괜찮겠습니다. (중략) 수구문 밖은 비어 

있는 땅이 별로 없는데 신청을 받으려는 이는 1 

백명야나 됩니다. 창의문 밖은 거둥 때 도로의 

장애가 될 곳만 제외하고 주인 없는 공지를 모 

두 떼어주라는 상의 분부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공식적인 집터로 분배된 남대문과 서대문 밖， 

동대문과 수구문 밖， 창의문 밖 지역 이외에 수 

재와 화재 사건을 통하여 성저십리의 취락 형성 

지역을 알 수 있다. 수재와 화재 관련기록으로 

볼 때 조선전기부터 용산， 동강(두모포 일대 ; 옥 

수동 부근) • 서강， 마포 등 한강변의 취락이 상당 

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성저십리 취락형성의 단서는 성저십 

리에 대한 통제책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52방의 행정체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또 불법 인가를 철거한 곳이나 금지구역 설정의 기 

한 이 지역은 세종대 이후 도성 밖의 집터 분배 준이 되는 곳은 이미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의 선례가 되었다. 높은 지역들이다. 불법인가를 철거하는 조치가 

반석방 • 반송방 다음으로 주택지로 분배된 곳 취해진 곳으로는 서문 밖 홍제원 근처(연산군일 

은 동대문과 수구문 밖의 땅이다 

세종실록 6년 11월 14일 을유 동대문 밖과 수 

구문 밖의 개천(청계천)하류이북의 땅을 東部에 

부속시켜 二功으로 나누어 뿔信·昌仁이라 이름 

하고， 이남을 南部에 부속시켜 또한 이방으로 나 

누어 禮盛 · 誠身이라 이름하고， 집터를 원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소서. 

문종대에 수구문 밖이 집터로 분배된 이후 공 

식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집터로 분배되는 곳은 

창의문 밖의 지역이다. 

중종실록 33년 6월 21일 임술 수구문 밖은 대 

개가 노원역(盧原繹)의 마위전(馬位田)이고， 또 

민간의 전지도 많아서 나누어줄 만한 땅이 과연 

별로 없습니다. 창의문 밖은 비좁은 것 같아도 

넓고 빈 땅이 있으므로 도로의 장애가 되는 곳 

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누어 주어도 괜찮겠습니 

다. 수구문 밖은 밭이 조밀하게 있어서 사랍들 

기 10년 7월 21일) • 제천청(濟川享) . 두모포(豆毛 

浦) . 광진(廣律) (연산군일기 10년 10월 18일) 

서강 일대 (연산군일기 11월 10월 8일) • 동빙고 

일대 (연산군일기 10년 10월 20일) • 서강 • 한강 

일대 연산군일기 12년 1월 21일) 등이었고 금지 

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자주 언급된 지역은 노원 

역， 왕십리， 청파역， 동소문 밖， 동대문 밖， 모화관 

근처 등이었다. 

2) 聚落의 形成 原因

조선전기 성저지역 취락 형성의 주요한 특징은 

도성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집터가 

분배되었다는 것이다. 태조때 이미 5부안에 편입 

된 반석방은 남대문에서 서대문 밖이었고 반송방 

은 서대문 밖에 해당하였다. 세종 6년에 집터로 

분배된 숭신 창인방은 동대문 밖이었고 예성 신 

성방은 수구문 밖에 해당하였고 중종대에 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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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도 창의문 밖 지역이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 이것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인가가 가득하여 

성저지역의 취락이 도성과 가까운 지역에서 점차 야 도성의 번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 

외곽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집 롯되었다. 창의문도 도성을 내리누른다 하여 닫 

터 분배는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 동대문 수구문， 아 두었다가 중종대에 들어와서 문을 개통하면서 

창의문의 순서로 시간적 격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집터로 분양하게 된 지역이다. 

데 이는 조선초기에 있어서는 성저지역 중 남대 조선전기 성저십리의 취락 형성은 교통로와도 

문과 서대문 사이가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서북 밀접힌 관련을 가진다. 남대문은 도성의 정문으 

쪽의 창의문이 성저십리의 중심적인 장소가 된 로도성의 남쪽방향으로 나가는 출발점이었고 남 

것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였음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문에서 나온 도로는 서대문 방향으로 한반도 

서북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서대문도 한강의 서 

도성과 인접한 성문을 중심으로 집터로 분배된 쪽과 한반도 서북 방향으로 나가는 통로가 된 곳 

지역들은 지형적으로 취락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으로 남대문에서 성벽을 따라 난 도로는 서대문 

갖추고 있었다. 성저지역 중 처음 5부에 편입된 에서 나온 도로와 만나 사현， 홍제원을 지나 중 

반석방과 반송방은 안산에서 발원한 만천이 흐르 국과 연결되었다. 도성을 따라 형성된 반석방과 

고 있으며 數山에서 시작하여 阿視， 大뼈， 춤城로 반송방은 남대문이 교통체계에 있어 지니는 중요 

이어지는 구릉성 산지의 동쪽에 해당한다. 만천 성과 더불어 서대문 밖에 홍제원 모화관 등이 입 

을 중심으로 구릉성 산지의 사면아래 성곽과 인 지하는 등 중국과의 대외적 관계 속에서 조선초 

접한 저지대를 성 밖 집터로 절급한 것으로 파악 기부터 중요시 되었던 곳이다. 그 결과 반석방과 

된다. 반송방은 태조대부터 5부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던 

동대문과 수구문 밖의 숭신 창인방과 예성 성 것이다. 동대문과 수구문도 한반도 동북 방향과 

신방 일대는 개천을 사이에 두고 동부와 남부로 한강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의 출발점이었고 창의 

나누어지는 지역이다. 동대문 부근은 지형이 낮 

고 습하여서 도성을 건설할 때부터 공사에 어려 

움이 따르던 지역이고 도성 안의 물이 빠져 나간 

다고 해서 불여진 이름인 수구문 역시 낮은 지대 

를 형성하던 곳이었다. 

이 일대에 취락이 형성된 것은 도성의 건설 원 

리와 관련이 된다. 세종 6년에 나누어 주었던 수 

구문 밖의 예성방은 문종대에 이르러 집터로 다 

시 한 번 분배된다. 

문종실록 2년 3월 3일 수구(水口)에 인가(A 

家)가 빽빽하게 많이 있고， 창름이 많이 쌓여 있 

어야만 산수(山水)의 기운이 유박(留油)하는 것 

은 진실로 이치가 있습니다. 지금 수구문(水口 

門) 밖의 예성방(禮成혜)은 인구가 회소(輪少) 

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인민(A民)으로서 거주하 

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나누어 주소서. 

문도 고양 양주로 나가는 통로가 되 었다. 

한강변의 마포， 용산， 서강， 동강 일대에 취락이 

형성된 것은 이 일대가 지방의 조세가 도성으로 

들어오는 종착지 역할을 하였으며 전국의 수운이 

한강변 중 특히 이 곳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N. 城底十里 各 地城의 地理的 特性

조선 전기 성저십리 지역은 위치， 자연환경， 성 

문 등에 따라 각 지역별로 독특한 지리적 특성올 

형성하였다. 성저십리는 도성의 성문들과 북한산， 

한강， 사천， 중랑천을 경계로 하고 있었으므로 성 

저십리를 동서남북의 4지역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도성에서 중랑천， 도성에서 사천， 도성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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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도성에서 북한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넷으로 나눈 범위는 한성부 행정구역상에 

있어 5부의 구획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성 밖 지역을 동서남북부로 나누어 각 지 

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성부 5 

부는 하천， 고개， 도로， 성문을 기준으로 나누어 

졌다. 인왕산에서 흘러나와 경복궁 앞을 지나 동 

류하는 개천(청계천)은 서부와 중부， 중부와 남 

부， 남부와 동부의 경계가 되고 있으며 인왕산， 

안현， 아현과 노고산으로 연결되는 고지대는 서 

부와 북부의 경계가 된다. 남대문은 남부와 서부 

의 경계가 되고 혜화문은 북부와 동부의 경계가 

되며 경복궁 앞의 남북대로는 서부와 중부의 경 

계가 되고 도성의 동서대로에서 혜화문으로 나가 

대문 바로 밖을 숭신방에 편입시키고 그 오른쪽 

을 창인(인창)방에 편입시킨 기록이 유일하다. 

조선초기 동부가 12방으로 구성되었으나 조선전 

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방명이 표시된 지도인 

細製守城輪音의 도성삼군문분계지도와 1788년경 

의 도성도 상에는 연희， 천달， 덕성， 서운， 관덕， 

홍성방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도성도에 

서는 그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 한성부 동부의 영역은 태조대의 

12방 중 6방을 뺀 나머지 6방을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 

동부의 6방은 도성 안에서 종묘와 창경궁， 창덕 

궁을 중부 · 북부와의 경계로 삼고 있다. 도성 내 

부의 도로를 통해 볼 때 동부는 도성 안의 동서 

대로에서 종묘 동쪽으로 혜화문으로 나가는 길을 

는 길은 중부 · 북부와 서부의 경계가 된다. 기준으로 하여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성균관 

자연 환경이 구획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과 혜화문으로 나가는 길을 사이에 두고 숭교방， 

하천과 산지가 취락의 형성， 공간적 범위 설정， 그 남쪽에 연화방， 연화방 오른쪽에 건덕방이 자 

공간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성문과 도로가 한성부 구획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한성부의 형성은 성곽의 축성으로부터 시작되었 

으며 성곽이 촉성되고 성문이 설치되면서 한성부 

가 수도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성문을 기준 

으로 한 도로의 건설을 통해 도성 안 지역이 구 

획되고 도성 밖 지역도 도성 안과 연계되어 의미 

를 지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1.훌都 

1) 領域

한성부의 5부중 동부지역은 태조 5년 5부의 방 

명표를 세울 때 연희(藏喜) . 숭교(뿔敎) . 천달 

(흉達) . 창선(흉善) . 건덕(建德) . 덕성(德成) . 

서운(瑞쫓) . 연화(運花) . 숭신(뿔信) . 인창(仁 

昌) . 관덕(觀德) . 흥성(興盛)의 12방으로 구성되 

었다. 그 후 동부 각 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 

료로는 세종대에 새로 집터를 나누어 주면서 동 

리하고 있다. 남부와 동부의 경계는 세종대에 도 

성 밖 지역에서 새로 집터를 분배하면서 개천(청 

계천)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개 

천이 기준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도성 밖에서는 

개천이북으로 동대문 밖이 숭신방이 되고 그 오 

른쪽이 인창방이 되고 도성 안에서는 개천이북 

지역이 창선방이 되고 있다. 

중부와 북부， 남부와의 경계를 통해 동부의 영 

역을 파악했을 때 동부는 도성의 동서대로에서 

종묘 동편에서 혜화문으로 나가는 길과 개천(청 

계천)의 사이가 되고 있다. 혜화문으로 나가는 

길이 중부 · 북부와의 경계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성저지역에서도 동부는 혜화문을 기준으로 북부 

와 구분된다고 파악된다. 

남부와 북부의 경계를 통해 성저지역에서 동부 

는 혜화문과 개천사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혜화문과 개천 사이에 해당하는 성밖의 

지역은 현재 서울에서 동대문 밖 창신동， 왕십리 

동， 마장동 답십리동 전농동 청량리동 제기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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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중랑포 장위동， 신설동 안암동 창동 종암동 수구문은 도성 안을 관통하여 동류하는 개천이 

수유동 정릉 번동 월곡동 우이동 일대이다. 

2) 東部의 地理的 特性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됨에 따라 도성 

의 수구에는 인가가 많이 있어야만 산수의 기운 

이 머물려 있다는 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구 

동부의 성저지역은 성저십리의 동쪽경계를 이 문 밖에 의도적으로 인가를 유치한다. 이는 성저 

루는 중랑천을 비롯하여 여러 하천이 존재하는 지역의 공간이 도성의 번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 

지역이다. 우이천과 만나 남류하던 중랑천이 정 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소문인 혜화 

릉천과 만나 도성을 가로질러 동서로 흐르던 개 문의 경우도 도성의 북문인 숙청문이 陰方이라는 

천과 만나 한강으로 유입되던 지역이었다. 따라 이유로 항상 닫혀 있었기 때문에 북문의 역할을 

서 이 지역은 하천주위에 충적지가 길게 형성되 담당하게 된다. 

고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았다. 하천을 끼고 길게 수구문과 혜화문 홍인문을 통해 도성과 연계되 

형성된 충적지는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는 성 밖 동부지역은 이 문들을 통해 지방과 연 

동대문과 동소문 수구문 밖에는 논과 밭이 길게 계된다. 동대문은 도성 안의 공간 배치에 있어 

펼쳐져 있었다(단종실록 1년 5월 23일， 세조실록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동서대로의 한 촉을 담당하 

11년 6월 6일， 예종실록 1년 3월 14일) . 는 문으로 4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성 내부 

동부가 지닌 농업에 유리한 조건은 왕실이 국 공간을 구획하는 동시에 도성의 동남， 동북 방향 

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으로 나가는 통로 구실을 한다. 동대문을 거쳐 

수행함에 있어 이 지역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 남쪽으로 광주， 수원， 용인으로 향하였으며 한강 

였다. 동부는 동적전이 설치되어 임금이 종묘 사 

직 산천의 백신의 제미를 마련하고 농사의 모범 

을 보였으며 선잠단이 설치되어 왕비가 친히 제 

사하고 손수 누에치는 예를 행하던 곳이다. 또한 

개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살꽂이들은 물과 풀이 

넉넉하여 복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동부가 지형 

적 조건에 따라 농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었음 

의 두모포， 낙천정， 제천정으로 향하였으며 북쪽 

으로 강원도， 함길도 등 한반도 동북부 방향과 

연결되었다. 수구문 역시 한강나루로 연결되어 

남쪽지방과 연결되었고 동소문은 강원도와 동북 

지방과 연결되어 야인들이 이 문을 통하여 도성 

과 연결되었다. 

동부지역의 취락은 동대문과 수구문 근처가 지 

은 조선 초부터 우사단， 동방토룡단， 선농단， 마 대가 낮고 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보단， 마조단， 선목단， 마사단， 선잠단 등 농업과 두모포， 한강 나루와 연결되고 한반도 동북부 방 

관련한 제사기능(제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탁월 향과 연결되는 지역임에 따라 조선초부터 동대문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世宗 

實錄地理志、 京都 한성부) . 농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왕실이 펼친 농업 장려책의 시범 

구역이 되고 농업의 번성을 기원하는 각 제단이 

설치됨에 따라 자주 임금은 동대문을 통해 도성 

밖 동부지역으로 나와 농사의 상황을 살피기도 

하였다. 

동부 지역은 수구문(광희문) , 혜화문(동소문) , 

흥인문(동대문)을 통해 도성 안과 연계 된다. 

과 수구문밖에 취락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 지역 

에 보제원과 노원역이 있어 외방지역과 도성 안 

을 연결하는 결절지 역할을 하였으며 동소문밖에 

서활인서가 설치되어 병자와 기민을 구제하기도 

하였다. 

동부는 지형적 조건에 따라 도성 밖에서 농업 

이 가장 번성하였으며 도성과 외방을 연결하는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동대문밖에 보제원과 노원 

역이 설치되고 동소문밖에 서활인원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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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 내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도성의 동쪽 리동 청파동 효창동 공덕동 상수동 하수동 신창 

에 위치하여 육로를 통하여는 강원도， 함길도， 야 동 마포동 토정동 대흥동 염리동 창천동 하중동 

인들과 접촉하고 한편으로는 한강의 두모포， 한 

강나루와 연결되어 한강 이남 지역과 연계되었 

다. 동부는 도성 안으로는 도성 안으로는 종묘 

동편과 개천사이의 지역과 연계성을， 한성부 외 

곽으로는 동북부 지역과 한강 이남의 동남부지역 

과 연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西빼 

1) 領域

태조대에 있어 서부는 영견(永堅) . 인달(仁 

達) . 적선(積善) . 여경(驗慶) . 인지(仁智) . 황화 

(皇華) . 취현(聚賢) . 양생(養生) . 신화(神化) . 

반석(盤石) . 반송(盤松)의 11개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성 안에서 북부와 경계가 되는 기준은 인왕 

산에서 경복궁 서쪽으로 들어오는 개천이다. 경 

복궁 서쪽에서 개천을 기준으로 인달방 · 적선방 

이 북부의 준수방 · 의통방과 나눠진다. 서부는 

중부와는 경복궁 앞 남북대로를 기준으로 적선 • 

여경방이 중부의 징청 · 서린방과 나눠진다. 남부 

와는 도성의 동서대로에서 남대문으로 나가는 길 

을 따라 위치한 남부의 광통 · 호현방과 양생 · 황 

일대이다. 

2) 西部의 地理的 特性

조선전기에 있어 도성 밖 서부는 남대문과 서 

대문 사이의 도성 인접지역과 용산 서강 마포를 

중심으로 한 한강변이 차별성을 보였던 지역이다. 

서부의 도성 밖 지역은 만천이 흐르고 있으며 

안산， 아현， 노고산， 와우산의 동쪽으로 서대문과 

남대문 사이를 중심으로 조선전기부터 거주 인구 

가 많았고 조선초기 태조대부터 반석방， 반송방 

으로 지정되어 5부에 정식으로 편입된 지역이었 

다. 반석방과 반송방은 안현에서 시작하여 아 

현 • 청파로 이어지는 고지대와 도성을 사이로 발 

달한 저지대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남대문은 도성의 정 

문으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도로의 출발점 

이었고 서대문은 도성의 서쪽 방향 출입문으로 

조선초기부터 이 두 대문의 사이는 취락이 발달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부의 육로는 남대문， 서대문， 서소문에서 사 

현， 아현 등의 고개를 지나 한반도 서북지방으로 

나가는 도로와 청파， 아현을 거쳐 용산， 마포， 서 

강의 한강 나루로 나가는 길로 구분된다. 

화방이 인접해 있다. 성 밖에서는 남대문을 기준 용산， 마포， 서강 등 한강 인근의 나루들은 전 

으로 하여 남부와 구분되며 남대문에서 서대문까 국 물산의 집산지 역할을 하였다. 서부가 한강의 

지가 반석방이 되고 반석방 위쪽으로 서대문 밖 수운을 이용한 전국적 물산 집산지로 역할은 한 

이 반송방이 된다. 것은 조선왕조 성립 초기부터였다. 한양이 수도 

중부， 남부， 북부와의 경계 통해 볼 때 서부는 로 선정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한강이 있어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도성 안에서 북부와 전국의 물자를 수도로 모으기 유리한 측면을 가 

의 경계가 되고 남대문로에서 남부와 나눠지고 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한성부 중 서부의 용산， 

남대문에서 서대문 부근 사이에 반석방 · 반송방 서강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용산 

이 설치된 점 등으로 보아 남대문에서 용산 서강 강(龍山江)은 배로 실어 온 세곡(鏡載)을 군자 

까지， 성벽을 따라 남대문에서 인왕산 남쪽까지 강감(軍資江藍)과 풍저 강창(鍵簡江會)에 처장하 

가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도성 밖 던 곳으로 조선 초부터 경상， 강원， 충청， 경기 4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행촌동 신촌동 도동 만 도의 조세수송선이 한강 상류를 통하여 도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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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었으며 서강은 세곡(鏡觀)을 광흥 강창(廣興 구분된다. 서부와는 남대문로를 포함하는 지역에 

江슐)과 풍저 강창(鍵蘭江슐)으로 거둬들이던 곳 위치한 광통 · 호현방이 도성 안에서 서부의 양생 

으로 황해， 전라， 충청， 경기의 조운선이 닿던 장 방과 나눠지고 도성 밖에서는 서부의 반석방과 

소였다. 마포는 용산강 아래 있는 나루로서 한강 남대문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상류를 통해 댈나무 등을 실은 배가 들어오고 하 따라서 중부 · 서부 · 동부와 구분되는 남부는 

류에서는 서해의 어물이 주로 들어오는 곳이었다 경복궁 앞에서 동류하는 개천 이남의 도성 안 •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랍 제3권 한성부， 서 밖， 경복궁에서 남대문 사이의 지역， 성밖으로 흘 

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1972: .274, 276). 용산강으 러나온 개천과 남대문 사이의 지역을 영역으로 

로 경상， 강원， 충청， 경기의 조세수송선이， 서강으 하고 있다. 개천과 남대문을 기준으로 한 남부는 

로 황해， 전라， 충청， 경기의 조운선이， 마포를 통 

해 강원도의 목재와 서해의 어물이 들어옴으로써 

성저의 서부지역은 전 국토의 물자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부가 조세와 한성부에 소용되는 

물자의 종착지 역할은 용산， 마포， 서강을 중심으 

로 한 한강변에 취락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조운의 종착지 기능과 함께 서부 지역이 한강이 

남에서 도성으로 들어오는 중간 집결지로서의 역 

할은 아현에 설치된 동활인서의 존재로도 알 수 

있다. 한편 서부 한강변의 용산， 서강은 임금이 

수전의 관람하고 관무재를 실시하는 장소였으며 

이 곳을 중심으로 전국의 수군이 통제되었다. 

3. 南部

신당동 성수동 금호동 옥수동 한남동 보광동 이 

태원동 청파동 용산동 후암동 남영동 동빙고동 

서빙고동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2) 南部의 地理的 特性

남대문에서 동쪽으로 개천의 수구에 이르는 성 

저의 남부지역은 도성 안에서 한강을 건너 한반 

도의 남부지방으로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던 

중간지점이다. 지형적으로는 목벽산 일대와 응봉， 

차현일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지대에 속 

한다. 남대문과 수구문 밖 사이의 지역은 남부지 

방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지역이었으므로 교통적 

결절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남부의 성저지역에는 조선전기 4원 중 이태원 

과 전관원 2원과 청파역이 설치된 곳이었다. 숭 

1) 領域 례문은 도성의 정문으로 경복궁 앞을 지나는 통 

태조대에 남부는 광통(廣通) . 호현(好賢) . 명 서대로에서 뻗어나와 도성의 중심도로가 바로 연 

례(明禮) . 태명(太平) . 훈도(薰關) . 성명(誠 결되던 곳은 가장 통행량이 많던 곳이었다. 대외 

明) . 낙선(樂善) . 정심(貞心) . 명철(明哲) . 성신 

(誠身) . 예성(禮成)방의 11방으로 이루어져 있었 

다. 이 중 18세기의 지도에서는 조선초기의 정 

심 • 성신 · 예성방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남부는 중부 · 서부 · 동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 

다. 남부와 동부의 성 밖 기준은 개천이 되는데 

이것은 성신 · 예성방이 세종대에 수구문 밖이 집 

터로 배분될 때 개천을 기준으로 동부와 구분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도성 안에서도 남부는 경 

복궁 앞을 흐르는 개천을 기준으로 중부 • 동부와 

적 의미가 강한 한반도 북부 지방으로 나가는 도 

로가 왕조의 기틀이 정립된 이후에 정비된 데 비 

해 한반도 남부지방 특히 남대문에서 나가는 도 

로는 조선초기부터 체계가 잘 잡혀 있었고 도성 

의 남문이라는 상징성과 한강을 거쳐 남부지방으 

로 냐가는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남대문 앞의 

도로는 중요시되었다. 

남대문에서 나온 길은 청파역에서 갈라져 동작 

진， 노량진， 서빙고진 등의 한강 나루들로 이어지 

고 이태원은 남대문에서 나온 길이 한강진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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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진으로 갈라져 나가는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전 한산의 동쪽은 북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 

관원은 동대문， 광희문을 통해 나온 길이 전관교 각된다. 도성 안 북부가 인왕산에서 발원하는 

를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중간결절지에 해당한 개천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서부의 반석방 · 

다. 청파역， 이태원과 연결된 도로는 한강변을 포 반송방이 만천을 따라 남대문， 서대문 사이의 성 

구를 통해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이어져 전주， 충 벽과 청파에서 아현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사이에 

청， 제주지방으로 이어지고 전관원으로 연결된 위치한 점， 용산 · 서강이 남부의 영역에 포함되 

도로는 부산， 상주， 통영까지 연결된다. 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성저십리의 북부는 북한 

따라서 도성 밖 남부지역은 한성부 밖과 도성 산， 인왕산， 안현， 아현， 와우산으로 연결되는 산 

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도성 안으로는 맥의 서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숭례문에서 경복궁까지 직접 연계성을 지니며 외 도성 밖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현재의 평창 

방으로는 한강 이남의 전지역과 육상으로 연계된 동， 부암동， 홍지동， 홍제동， 서교동， 동교동， 망원 

다고 할 수 있다. 동， 연회동 일대이다. 

남부는 세종대에 공식적으로 수구문 밖의 예성 

성신방이 집터로 분배된 점， 성저십리의 보호책 

의 하나로 제천정， 두모포， 동빙고， 한강 일대에 

인가 철거조치가 취해진 점， 청파역을 중심으로 

산림 훼손이 금지된 점으로 보아 수구문 밖， 한 

강 연안， 청파역 등이 주요 취락 형성지역일 것 

으로 생각된다. 

4.北部

1) 領域

태조 5년의 북부는 광화(廣化) . 양덕(陽德) . 

가회 (嘉會) . 안국(安國) . 관광(觀光) . 진정 (鎭

定) . 순화(順化) . 명통(明通) . 준수(俊秀) . 의통 

(義通)의 10방으로 모두 도성 안에 설치된 것이 

다. 이 중 18세기 도성도와 도성삼군문분계지도 

에서는 명통방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조선전기에 있어 북부 지역이 5부에 정식 

으로 편입되지는 않았다. 

북부는 서부와 인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천 

과 경계가 되고 동부와는 도성 안 동서대로에서 

종묘 동편으로 혜화문으로 나가는 길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도성 안의 북부가 북한산의 산맥과 

연결되는 지역이고 동부의 서쪽 범위가 혜화문과 

북한산의 동쪽을 포팔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 

2) 北部의 地理的 特性

도성 밖 북부지역은 북한산， 백악산， 인왕산， 안 

산， 노고산이 연결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고지대 

에 속하는 지형적 특성상 통행에 불편하고 주거 

지로 적당하지 않아 조선전기에 있어서는 5부의 

정식 방명을 가지지 못하였다. 

북한산에서 백악산으로 연결되는 지형적 특성 

은 이 지역이 왕도의 보존을 위한 주맥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된 성저십리 통제정책의 영향을 가 

장 많이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도성을 보호하고 

자 하는 의도에 따라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산림 

훼손과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으로의 

통행과 취락형성은 극도로 통제된 상황하에 있었 

던 것이다. 북부 성밖 지역은 조선전기에 있어서 

는 한성부에 포함되긴 하였으나 거의 미개발 상 

태로 남아 있었다. 

도성의 북쪽 성문들도 도성의 주맥을 보호한다 

는 명목으로 통제를 받았는데 도성의 북문인 숙 

청문은 음방이라는 점과 도성의 맥을 끊는다는 

이유로 조선전기에는 가뭄이 들어 비를 기원하기 

위해 열어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폐쇄된 상 

태로 있었다. 따라서 도성의 북문으로서 숙청문 

이 담당했어야 하는 기능 즉 북방지역으로서의 

통로 역할은 동소문인 혜화문이 대신 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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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문 역시 도성의 주맥을 훼손한다는 이유 

로 폐쇄된 상태에 있다가 중종 원년에서야 다시 

개통된다. 이후 고양 양주로 나가는 통로로 구실 

하면서 도성 북부에서 가장 통행이 빈번한 지역 

이 된다. 도성 북부 지역은 도성의 남쪽에 따로 

집터로 분배할 곳이 없었던 중종 33년에 가서야 

창의문 밖의 지역이 공식적으로 집터로 분배된다. 

한편， 안산에서 와우산으로 연결되는 산맥 서쪽 

의 양화정， 망원정 일대는 북한산， 백악산， 인왕 

산 인접지역과 달리 한강에 연해 있어 임금이 

수전의 관랍하고 관무재를 실시하였다. 양화나루 

는 일찍부터 한강변의 중요한 도선장으로 도승이 

배치되어 있었고 도성에서 서대문을 통하여 연결 

되어 인천， 강화， 부평 지역과 연계되었다. 

5.城底+里의 意味와 홉 部의 相효關係 

도성의 형성의 인하여 생겨난 지역인 성저십리 

는 도성 밖 4부로 구성되며 각 부는 도성 안이 

地理學論聲 第30號(1997. 8) , 51-68. 

화문이 주요 교통로의 출발점이 되며 주요 취락 

이 형성된 지역이었으며 성저지역의 중심지 기능 

을 담당하게 된다. 

왕도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도성의 주맥을 보 

존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북부에서 이루어졌다. 

백악산과 북한산 사이에 형성된 산악지역으로 형 

성된 북부는 주맥보호 노력으로 인하여 산림의 

훼손과 취락의 형성이 금지되어 조선전기에 있어 

서는 거의 미개발언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이는 

동소문인 혜화문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 

고 동소문 밖에 서활인원이 생기는 등 동소문밖 

이 도성 북쪽의 중심부로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농업기능은 개천， 중랑천， 우이천， 정릉천 등이 

연결되는 동부에서 탁월하게 나타나게 된다. 여 

러 하천이 존재하는 동부의 자연환경적 특색이 

동부로 하여금 조선전기 중농주의의 시범구역이 

되도록 한 것이다. 

성저십리 교통로는 성저십리 4부의 위치에 따 

라 결정되었다. 남부는 도성의 정문인 남대문에 

수도로서의 기능 하는데 있어 그 역할을 분담하 서 뻗어나온 도로가 한강의 노량， 동작， 서빙고， 

기도 하고 그 역할이 중첩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두모포 등의 나루들과 연결되는 지역이다. 남대 

각 부가 한성부 외방지역과 가지는 연계성에 있 문에서 한강의 나루들로 연결되는 도로들은 경복 

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궁에서 남대문까지 연결된 도성 안 도로망의 연 

성저십리가 왕도인 도성 안과 관련하여 형성된 장으로 청파역， 이태원， 전관원 등의 교통결절지 

지리적 특성은 성문의 성격， 왕도의 보존， 농업， 들을 매개로 형성되고 있었다. 남부는 경복궁과 

교통로， 취락 형성의 측면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남대문을 연결하는 도로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된 

각 성문은 그 위치에 따라 도성에서 차지하는 도로가 한강의 각 나루들로 연결되고 한반도 남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성저지역의 성격이 차 

별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 동서대 

문이 도성 안을 가로지르는 대로의 양측면에 있 

어 도성의 동서로 나가는 출구역할을 하고 동서 

대로와 직각으로 연결되는 남대문이 도성의 남문 

이 됨에 따라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이 가장 중 

요한 대문이 된다. 북문의 경우 숙청문이 이용되 

지 않았기 때문에 헤화문이 북문의 역할을 대신 

한다. 

따라서 성저지역 중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혜 

부로 이어짐에 따라 성밖에서 교통망이 가장 잘 

발달한 지역이었다. 

서부의 도로망은 도성과 용산， 서강， 마포 등의 

나루를 연결하는 도로와 남대문， 서대문， 서소문 

에서 나와 사현， 홍제원을 거쳐 서북지방으로 나 

가는 도로로 구분된다. 서부의 나루들은 전국 조 

세와 물자 수송의 종착지로서 지방의 강창들과 

연결되어 전국의 조세 수송망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부는 한강의 나루들을 통하여 전 

국의 강창들과 연결되고 서대문， 서소문， 남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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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선 전기 성저십리의 지리적 특성 

에서 나온 육로를 통하여 한반도 서북지방， 중국 

과의 연결되었다. 

남부와 서부가 육운과 수운이 조화된 형태로 

교통망이 발달한데 비해 동부와 북부는 육운 중 

심의 교통로가 형성되었다. 도성의 동쪽은 동대 

문이， 동북쪽은 혜화문， 서북쪽은 창의문이 출발 

점이 되어 한반도 동북， 북부방향과 지역적 연계 

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성이 수도로서 전국과 연계되는데 있어 도성 

과 외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한성부 성저십 

리내 각 부의 기능은 지형적 특성， 방향， 연계된 

성문에 따라 차별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는 중첩되어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왕조의 안녕을 위한 주맥을 보호하는 기능은 

북부가 강하였으며 농업의 기능은 동부에서 탁월 

하게 나타났고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조운은 서 

부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남부는 육운과 수운이 

연결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강조되었다. 외방과 

의 연계에 있어서 동부는 강원도， 함길도 등 한 

반도 동북부와， 서부는 수운으로는 전국과 육운 

으로는 한반도 서북부와， 남부는 한강 이남의 전 

국과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이 연구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관할 구역 중 도 

성을 제외한 성저십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서울의 기본 골격이 된 한성이 성립된 시기 

인 조선전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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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성저십리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집터로 분배된 곳은 성문과 인접한 서부의 반석 

위치적 특성에 의해 성저섭리의 교통로와 취락은 방과 반송방， 동부의 숭신방과 창인방， 남부의 성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성저십리는 내부적으로 어 신방과 예성방， 창의문 밖 등이다. 이를 통해 조 

떻게 지역적 차별성을 나타내는가를 밝혀냄으로 선전기 성저지역의 취락이 도성과 가까운 지역에 

써 조선전기 한성부 성저십리의 지리적 특성을 서 점차 외곽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곳에서의 집터 분배는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 동 

도성 안이 실질적인 수도였으나 성 밖 지역인 대문 수구문， 창의문 밖의 순서로 시간적 격차를 

성저십리까지 한성부에 소속된 것은 도성을 보화 두고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초기에 있어서는 성 

하면서 지방과 도성 사이의 완충지대가 필요했기 저지역 중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가 가장 중요시 

때문이다. 이것은 고려의 개성부에서 전례를 찾 되었으며 서북쪽의 창의문 밖이 성저십리의 중심 

을 수 있다. 적인 장소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였음 

조선전기에 있어 성저십리는 한성부에서 제대 을 말해준다. 성문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한 

로 관리하지 않아 A丁과 藉作地가 정확하게 파 취락 형성은 도성과의 접근성， 지형， 교통， 풍수 

악이 되지 않았다. 이 곳의 주민들은 때로 경기 논리(수구문)가 결합된 결과였다. 용산， 서강， 동 

도의 부역에 동원되는 등 그 성격이 모호하였다. 강(두모포) , 마포， 동빙고 등 한강 일대를 중심으 

朝解前期에 漢城府의 정식 행정 체계인 5부에 포 로 한 취락형성은 이 지역의 지방의 조세가 도성 

함된 성 밖 지역은 서부의 반석방과 반송방， 동 으로 들어오는 종착지 역할， 한강 이남과 연결되 

부의 숭신방과 창인방， 남부의 성신방과 예성방 는 나루터 기능에 의한 결과이다. 

뿐이었다. 성저십리의 호구수는 세종대의 경우 성저십리 지역 내부는 위치， 자연환경， 성문의 

한성부의 10%정도에 불과하였다. 성격에 따라 지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성 

조선전기에 있어 대부분의 인구와 왕도로서의 저십리는 행정구역상 4부로 구분되는데 구분기준 

기능이 성 안에 있음으로 인해 성저십리의 지리 이 되는 것은 하천， 고개， 도로， 성문이었다. 도 

적 특성은 도성 안과의 연계하에서 형성되었다. 성으로 연결되는 주맥의 보호는 북부지역에서， 

성저십리의 교통망은 성문에서 시작된 도로와 한 농업기능은 여러 하천이 존재하는 동부에서 탁월 

강의 나루터로 연결되는 하운이 결합되는 형태로 하게 나타났다. 교통의 결절지로서의 기능은 각 

형성되었다. 이 육운과 하운의 결합은 성저십리 부가 담당하나 남부와 서부지역이 육운과 해운의 

가 도성과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결절지였음을 결합을 통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말해준다. 성저십리가 도성과 전국을 연결하는 다. 위치에 따라 동대문과 혜화문의 동부는 한반 

지역이었으므로 용산강과 서강을 중심으로 한강 도 동북부， 남부는 한강 이남의 전 지역과 육로 

변은 전국 물품의 집산지가 되었다. 용산 · 서강 로 연결되며 서부는 육로를 통해서는 한반도 서 

의 창고 설치는 조운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과 물 북부 지방과 연결되고 해로를 통해서는 전국과 

이 모이는 곳에 창고를 설치하여 산수의 情이 모 연결되었다. 

이게 한다는 도성 건설 논리가 결합된 결과였다. 

성저십리가 도성과 지방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특성은 성저십리의 취락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 

다. 주요 취락은 성문 인접지역과 한강변을 중 1. 資料

심으로 형성되었다. 성 밖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朝蘇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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