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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난하지만 지조있는 선비들의 마을이었던 서울 남촌의 필동·묵정
동이 어떠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었는지를 도시조직을 분석함으로써 살펴
보았다. 연구를 위해 각 시대별 도시조직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도시
조직의 구성요소 중 필지, 가로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간적 범위를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
후로 나누었으며 공간적 범위는 필동과 묵정동으로 설정하였다.
필동·묵정동에서 공간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일본인 거류지가 예장동에서 필
동으로 확장되어가던 1904년 이후로서 필동 내 도로개수와 총독부 및 행정기관 관
사의 유입, 신정유곽의 조성이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일제강점기 필동의 도시조
직 변화는 민간 소유의 대규모 필지가 밀집한 대화정3정목(현 필동3가) 10번지, 21
번지, 25번지, 69번지, 78번지, 79번지에서 확인되며 해당 지역의 도시조직 변화배
경으로는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구밀
도를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 묵정동의 도시조직 변화는 신정유곽의 조성과 확장을 통해서 일어났
다. 밭과 임야를 매입함으로써 조성된 신정유곽이 점차 확장될 필요성이 대두되자
신정유곽 주변의 밭과 임야 부지가 추가적으로 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기존
신정 3번지, 6번지, 8번지, 9번지가 다수의 세장형 필지로 분필되었다. 1925년과
1940년 사이에는 신정 동남부에 주거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대의 필지가 분필
되었다.
광복 이후 필동은 기존에 국유지로 활용되던 필지가 주거지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면서 필지의 세분화가 이루어졌으며 무허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재개발계획 및 불량주택양성화계획을 통해 필지의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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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 시기에 주거지 내 단지계획의 적용이 실시되었으며 가로변의 일부 필지들이
기존도로의 확폭 및 신규도로 건설을 위해 합병되거나 도로용도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로 확폭 및 신설 과정에서 부정형 가구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정형 가구 내에서 특수한 공간활용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6.25전쟁 이후 묵정동은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사업
을 통해 기존 신정유곽 필지들의 분필이 세분화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
정되지 않은 필지들은 주변의 도시조직과 상응하지 않는 형태로 남게 되었으며 해
당 필지는 오늘날에도 주변과 이질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필동과 묵정동 내 다수의 필지들이 일제강점기에 국유지,
민간소유 대형필지, 신정유곽 필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광복 이후 이러한
필지들을 중심으로 필지분할이 이루어지고 필지가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단지계획이 도입되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이 외 시계열적으로 필동·묵정동의 공간
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각 시대의 도시조직 또한 파악할 수 있었
다.
해당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필동, 묵정동의 도시조
직이 어떠한 배경을 통해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궁극적
으로 이러한 논의가 남촌 그리고 서울 역사조직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규명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남촌, 도시조직 변화, 대형필지, 신정유곽, 부정형 가구
학 번 : 2014-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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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와 필지 그리고 건축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구
성요소의 상대적인 공간구성방식에 따라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 등이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로 도시변천의 과정은 필지 분할 및 가로체계 형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물의 축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도시조직은
차후 도시형태 변화의 기초가 되는 기반요소로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가로, 필지로 구분할 수 있는 도시조직의 요소들은 특정 시기의 사회적·정
책적·경제적 영향을 통해 차츰 변화된 경우가 지배적이다. 특히 도시조직은 도시정
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예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도시정책에 따라
도시조직이 구성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는 도심재개발계획 및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시조직이 변형되곤 하였다. 오늘날에 이르러 옛 삶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도시조직은 역사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자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북촌, 서촌 등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법령으로 정비되고 보호되면서 지역 일대가 역사문화관광지로서 주목받
고 있다. 이렇듯 도시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 도시조직 연구가 향후 해당 지역의 보존 또는 정비에 대해 시사점이 있을 경
우에는 연구를 할 가치가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의 필요성이 없는 분
야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히 개중에는 연구결과가 특정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시형태학 연구를 자기만족적 학문분야로 치부하는 모
습도 보이는데 이는 도시의 역사 연구를 위한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다.
도시형태학이 태동한 독일에서는 도시형태학 연구가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연
구되어왔으며 이는 기존 도시조직에 적응한 점진적인 도시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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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함의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형태학
연구는 1990년 초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되어 이제 겨우 20년이 지난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결과와 시사점을 채근하는 것은 연구
에 있어 성급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1)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주거지이자 근·현대를 거치면서 도
시조직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현 중구 필동, 묵정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
당 지역의 도시조직이 어떠한 사회적·정책적 배경을 통해 변화되어갔는지를 규명하
고 이를 통해 도시공간변화 해석을 실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
로 본 논문에서는 특정 시기의 도시조직 변화 및 변화배경을 살펴보고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요소인 필지 및 가로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세부적인 연구목표로 설정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설정

2.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옛 남촌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확인되는 서울시 중구 필
동, 묵정동 일대이다. 해당 지역은 본래 조선시대에 한성부 남부에 속했던 낙선방
(樂善坊)의 일부 지역으로서 속세를 떠나 남산 아래서 풍류를 즐기곤 했던 선비들
의 마을이자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학문에 몰두했던 가난한 선비들과 서민들의 마
을이었다. 하지만 본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거류지 형성, 광복 후의 토지구
획정리사업 및 무허가 주택정리 등의 사회적·정책적 상황을 통해 공간적 변화를 겪
어왔고 이러한 변화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동, 묵정동 일대 주거지의 변화배경을 살펴보고 주거지의 변천사를 도

1) 김기호 외 6인, 2003,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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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직의 변화과정을 통해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2 내용적 범위
조선시대 남촌 청학동에 해당하는 지역인 필동, 묵정동과 관련된 역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해당 공간이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촌 주거지의 시대별 정체성을 규명하고 공간에
서 확인되는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필동과 묵정동을 설정한
이유는 해당 지역들이 조선시대 남촌의 주거지임과 동시에 일제시기에 각각 일본인
들의 주거지와 유흥시설로서 조성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또한
이 지역들이 광복 이후 정부 주도의 재개발사업, 불량주택양성화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도시조직이 변화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시조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대상지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한 변화뿐만 아니라 민간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통한
자생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러한 사항도 포함하여 변화배경을 해석하고
자 하였다.

2.3 연구방법 및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및 각 시기별 지도 비교를 통한 물리적 공간
변화 분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남촌의 역사성을
밝히고 시기별 지도를 활용하여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의 필동, 묵정동 도시조직 변
화를 살펴보았다. 변화가 나타난 시대의 사회적·정책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조
직 변화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의 필동, 묵정동 가로 및 필지 변화과정 및 변화정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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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으로 도시조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적 범위를 일본
인 거주지가 확장되어가던 20세기 초부터 2016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사회적 상황이 상이한 3개의 특정시기로 시간적 범위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20세기 초부터 광복 이전까지의 일제강점기로서 일본인 거주지
및 총독부 관사가 필동에 입지한 시기이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진행된 시기
이다. 또한 유흥시설 입지로 인해 묵정동에 도시조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시기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체적으로 전후복구를 위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불량주거지 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묵정동과 필
동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된 시기인 1960-1970년대와 주거지 내부 가로망의 확장이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해당 시기는 필동, 묵정동 주
변에 간선도로 건설이 시행되어 지역의 도시조직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연구를 위해서 1912년 지적원도(국가기록원 소장)와 1940년, 1970년 폐쇄지적도
(중구청 소장), 2016년도 지적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들을 각각 국가기록원,
서울시 중구청,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 발급받았다. 이 외 대상지의 건축물대장
을 확인하여 필지의 분합 및 분필과정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도시
역사자료 및 해방 후의 정부정책 관련 자료들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참고하였으
며 건축물대장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을 참고하였다. 1970년대 이후의 필지변화
는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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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의 흐름

3. 선행연구 고찰
도시조직은 도시형태학을 연구하기 위한 요소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
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지리학자와 건축학자들로 인해 발전하였다. 구체적으
로 도시형태학은 20세기 중반 영국의 지리학자인 콘젠(M.R.G. Conzen)에 의해 체
계화되었는데 콘젠은 도시형태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를 도시평면(tow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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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조(building fabric), 토지와 건물의 용도(land and building utilization) 3
가지로 분류하여 도시의 변화상을 연구하였다. 그는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로패턴, 건물, 필지로 보았으며 이중 필지를 변화분석의 기본단위로 설정하였다.2)
이외에 이탈리아 건축가인 무라토리(S. Muratori)는 건축, 필지, 가구형태, 길 오픈
스페이스를 도시조직의 기본단위로 설정하였으며 무라토리의 제자인 카니지아
(Caniggia)는 집합된 건물, 공간, 그리고 접근로가 통합된 개념으로 도시조직을 해
석하였다.3)
국내를 대상으로 한 도시조직 관련연구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화되었다. 서
울의 도시조직에 관한 연구는 물리적 구성요소인 가로, 필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계열적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와 특정시점에서의 도시조직의 구성현황
을 분석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도시조직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
요 도시계획사업이 도시조직변화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가로, 필지의 변화를 통해 도시조직 변화과정을 해석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도시조직변화연구에서는 가로,
필지, 건축물의 변화과정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해석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
들은 건축물을 제외한 가로, 필지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서구에 비해 짧고 옛 건축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건축물
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4)
서울의 사대문안 역사적 도시조직 변화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종로,

2) Jeremy W. R. Whitehand, 2007, Conzenian Urban Morphology and Urban
Landscapes, 6th International Space Syntax Symposium
3) 카니지아(Caniggia)는 도시조직의 변화를 A, B, C라는 3개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
데 그에 따르면 A시대의 도시형태 Ta가 B시대에 확장되었다면, A시대의 도시(Ta)가 B시
대의 영향을 받아 Ta´가 되고 새롭게 확장된 지역은 Ta와는 다른 Tb의 도시형태를 지니
게 된다. 따라서 Ta´와 Tb는 식별이 가능하며 도심지역에서 Tb의 형태를 제거하면 원래
의 Ta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4) 손세관, 1996, 가로체계 및 필지조직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도시조직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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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충무로 등 사대문 안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사대
문안의 역사적 주거지에 주목한 연구로는 북촌 전통주거지역의 필지, 가로, 건축물
의 변화패턴을 분석한 연구(조준범 외, 2003)를 들 수 있다.
표 2. 서울시 도시조직 변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손세관 외
(1996)

제목

연구내용

가로체계 및 필지조직을

서울 청계천 이북의 블록형태, 주요간선도로

중심으로 한 서울의 도시조직

및 블록 내 도로체계, 필지의 변화과정 패턴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분석하고 변화유형을 분류
북촌의 도시조직 유형을 가로형, 격자형, 그물

조준범 외

필지 분합을 통해 본 서울

(2003)

북촌 도시조직의 변화 연구

최동혁

서울 남촌지역 가로환경특성에

(2005)

관한 연구

형, 가지형, 루프형 도로 등으로 분류하고 이
러한 유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분석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를 거쳐 형성된 남촌지역
의 가로환경유형을 근대화에 의한 격자형 도
로, 유기적 구조의 도로,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격자형 도로, 그물형 구조로 분류하고 건축물
과 가로환경의 관계를 분석
가로, 필지, 건물의 변화를 4단계 유형(유기적

진영효 외

서울 도심부의 역사적

(2009)

도시형태 변화유형

심경미

20세기 종로의 도시계획과

변화를 시대별 도로계획, 토지구획정리계획,

(2009)

도시조직 변화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 도심재개발계획과 연결

/이질적, 점진적/급진적)으로 나누고 변화정도
를 분류하여 변화배경을 분석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도시조직

하여 분석
물리적 요소(가로와 필지)와 비물리적 요소(도
민현석

서울 사대문 안의 역사적

(2010)

도시조직의 변화 연구

시관리계획)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사대문 안
역사적 도시조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정량적 데이터(도로율, 도로의 길이, 필지면적,
필지밀도)를 통해 확인

본 논문의 대상지인 남촌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남촌의 필지조직 특성과 변화,
남촌 도시경관의 시계열적 변화, 일제강점기 남촌 상업시설의 형성과 변천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한 연구5)가 존재하며 이 연구는 남촌을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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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도시조직 관련 연구는 주거지를 배제하고 남대
문로와 충무로 등 상업가로 주변의 변화에만 주목하는데 그쳐 연구의 한계점이 존
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남촌 주거지(현 회현동, 남산동, 필동, 묵정동)
의 도시조직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옛 남촌의 일부였던 지역들은 아직도 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유지되고 있으며
예로부터 형성된 필지 및 가로가 아직까지도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도시조직 변화연구를 통해 도심 주거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오늘날 도심 주거지의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으
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옛 남촌의 주거지였던
필동, 묵정동의 도시조직 변천과정과 변천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5) 김기호 외 6인, 2003,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8 -

제2장 일제강점기 남촌 주거지의 도시조직 변화
1. 남촌의 역사 및 특징
남촌의 경계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현재의 회현동에
서부터 예장동, 남산동, 필동, 묵정동에 이르는 지역을 남촌으로 칭한다. 남촌의 마
을들은 한성부 남부의 행정구역이었던 회현방, 대평방, 명례방, 훈도방, 성명방, 낙
선방, 명철방 등에 속해있던 마을들이었는데 1864년 당시 한성부 인구가 약
200,000명이고 이 중 남부에 속했던 인구가 약 51,000명이었다는 점에서 꽤 많은
인구가 남부에 속해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표 3. 1864년 한성부 인구 및 호수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합계

인구

24,372

31,330

68,118

51,239

27,580

202,639(명)

호수

4,451

7,621

16,891

11,336

6,265

46,564(호)

그림 1. 남촌의 주요마을 및 정부시설(1840년 제작된 수선전도를 참고하여 필자 재구성)
6) 왕현종, 1998,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 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 서울학연구,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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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과 떼려야 땔 수 없는 길은 현재의 충무로인 진고개이다. 진고개의 다른 이
름은 이현(泥峴)으로서 이 지역이 늘상 그늘이 지고 습한데다가 흙이 몹시 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남촌의 주요 마을들은 이 진고개 주변에 형성되어 있
었고 이러한 마을들을 합쳐 남산 아래 마을인 남산골이라고도 불렀다. 남촌의 마을
들은 각각 지명의 유래 및 마을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회현동은 이 일대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여 회현(會賢)동이라 불리거나 회동(會洞)으로
불리었다. 남촌이 가난한 선비들과 서민들의 주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반해 회현
동은 명문가들의 집이 즐비한 곳이었다. 회현동 일대에는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일등공신이었던 권람의 집이 있었으며 이 집터는 무학대사가 명당으로 정했던 터였
다. 이 외에도 회현동 일대에는 정조 때 한성부 판윤을 지낸 서화가 강세황,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한명회의 집이 있었다.7) 회현동은 인근의 장흥동(장동)과 더불어
술로서 유명하였는데 두 지역에서 빚은 술은 빛과 맛이 좋고, 한번 마시면 곧 취하
고 술이 깬 다음에는 갈증이 나지 않아 사람들이 명주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러한 특징 때문에 서울 남산 밑에서는 술을 잘 빚고 북촌에서는 떡을 잘 만든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남주북병(南酒北餠)이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
예장동의 지명은 본래 이곳에 군사들이 무예를 연습하는 훈련장이 있고 그 훈련
장을 예장(藝場)이라고 칭했던 것에 유래한다. 이 지역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 장수
인 증전장성(增田長盛)이 오랫동안 이 일대에 성을 쌓고 1년간 군대를 주둔하고 항
전하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왜장(藝場) 터·왜성대(倭城臺)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었으
나 본래 마을의 명칭은 예장이 맞다는 내용이 한경지략(漢京識略)에 나와있다.8) 예
장동에는 조선 철종 때 문신인 박영원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녹천정(綠泉亭)이라는
정자가 존재했으나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해 교동의 일본공사관이 불에 타자 녹
7) 이종묵, 2006, 조선의 문화공간 3권, p.119
8) 한경지략 2권에는 “남산 산기슭 주자동의 평지가 끝난 곳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이곳
은 군졸들이 기예를 연습하는 곳이므로 예장(藝場)이라 부르는데 일반에서 왜장이라 부르
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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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에 일본공사관이 신축되었고 이후 초기 일본인 거류지가 이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조선 후기의 학자 황현(黃玹)이 기술한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는 당시
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갑신정변으로 교동에 있던 일본공사관이 불에 탄 후) 일본 사신 궁본수일은 녹천정에서
거처하고 있었다. 그 정자는 남산 밑에 있는 주동 위에 있었는데 송림과 천석이 그윽한
곳이다. 그곳은 옛날 양절공 한확의 별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전판서 김상현이 살고 있었
다. 그러나 이때 일본인들이 다시 와서, 협박과 공갈을 마구 퍼부어, 전보다 더 심한 행
동을 하므로, 우리 조정은 그들의 뜻을 상할까 염려하여, 간곡히 그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이 정자를 빼앗아 자기들의 공관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그들은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여, 주동·나동·호위동·남산동과 난동·장흥방 등으로부터 서쪽으로 종현·저
동에 이르기까지, 니현 일대를 포함하여 상남촌까지 이어져, 인근 10리 정도를 그들이
모두 점유하여 왜촌이 되었다.9)

예장동과 접해있던 남산 북쪽자락은 조선시기에 산수가 수려하고 조용해 많은 문
인들이 살면서 산수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으며 남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청학동천이
이 일대에 흘러내려 마을 이름이 청학동으로 불리었다. 청학동은 조선 초기부터 한
성 안에서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손꼽혀왔던 곳이었는데 특히 세조 때의 문인 성현
(成俔)이 남긴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살펴보면 남학동 남쪽 기슭의 청학동이 골짜기
가 깊숙하고 맑은 냇물이 흐르고 시원한 샘물이 고여 도성민들이 즐겨 찾았던 곳임
을 알 수 있다.10)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 성안에 경치 좋은 곳이 비록 적으나 그런 중에 놀만한 곳으로는 삼청동이 제1
이고, 다음이 인왕동이며, 쌍계동·백운동·청학동이 그 다음이다...(중략)...청학동은 남
학(南學)의 남쪽 동네로 골이 깊고 물이 맑아 찾을 만하다”

9) 매천야록 권지일 갑오이전 상(上)
10)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 서울의 산 남산의 경승과 명소,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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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청학동에는 일찍이 연산군 시대 사람인 박은(朴誾)이 별서(別墅)를
지었으며 중종 때 좌의정과 대제학을 지낸 이행(李荇)이 서옥(書屋)을 지었다고 한
다. 특히 이행은 이곳을 거처로 삼으며 청학동에서 보이는 주변 풍경에 대한 시를
남겼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11)

남산에 집 집 지으매 작은 동네 그윽한데, 일이 바빠 경치 구경은 엄두도 못 내었지.
어느 하루 틈을 내려니 도리어 더욱 바빠져, 날이 개거든 폭포를 구경해봐야겠네.
그윽한 꽃 제각각 수도 없이 피었구나, 오솔길 따라 산을 오르다 짐짓 배회하노라.
동풍이여 떨어진 꽃잎을 쓸어가지 말거라, 행여 한가한 사람 술을 싣고 찾아올라
(찾아오라)...(중략)...노쇠한 힘으로는 높은 산에 오르기가 겁나서, 남창 가에 베개
를 높이고 쾌재를 부르노라. 솔바람 소리가 꿈을 깨움은 아랑곳 않노니, 다정한 저
산빛이 시 속으로 들어오누나.

그림 2. 천우각 금오계첩(자료: http://blog.daum.net/chanellee/13758648)

11) 국역 경성부사 제2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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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학동에는 다수의 정자(亭子)와 누각(樓閣)이 설치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영
조 때 문신 조현명의 귀록정(歸鹿亭), 서화가 강세황의 홍엽루(紅葉樓), 고종 때 영
의정이었던 이유원의 쌍회정(雙檜亭), 군 시설인 남별영 안 계곡물 근처에 세워진
천우각(泉雨閣)이 이에 해당된다.
남산골에 속했던 또 다른 마을인 필동의 지명은 본래 이 지역에 남부의 부사무소
(部事務所)가 있어 부동(部洞)으로 불리었으나 그것이 와전되어 붓골로 바뀌었고,
이 붓골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필동(筆洞)으로 바뀌었다. 필동은 예부터 많은
문장가들이 배출된 마을이자 당대 문장가들이 함께 모여 시를 읊는 장소이기도 하
였다. 필동1가에는 인조 때 명필로 이름난 문인 팔송(八松) 윤황(尹煌)이 살았으며
이외 미촌 윤선거가 거주하였다. 현 동국대학교 필지인 필동 3가에는 중종 때 문인
이행의 후손인 이안눌이 설립한 동악시단이라는 시를 읊는 시단이 있었는데 이 시
단의 구성원들이 선조·인조 때 장안에서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던 문장가들이
었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제택조(第宅調)에 보면 "이안눌의 옛 집이 낙선방(樂
善坊) 묵사동에 있는데 그곳 비파정(琴琶亭) 위에 시단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구
체적으로 정조 때의 한성부 역사가 기술된 한경지략(漢京識略)에 동악시단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해당 저서에 따르면 "동악시단이 남산 기슭 먹절골(현재
필동과 묵정동 사이)에 있었는데 옛날 동악 이안눌이 집 동산 기슭에 단을 쌓고 여
러 선비들과 더불어 시를 읊으며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
서 사람들이 동악시단이라며 화제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1980년대 초까지도
동국대학교 정문 안 왼쪽 바위에 이안눌의 현손인 이주진이 새겨놓은 '동악선생시
단(東岳先生詩壇)'이라는 암각글자가 뚜렷이 남아 있어 이 일대가 동악시단이 시를
짓고 읊은 공간임을 보여주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12) 이 외에도
현 필동 2가 134번지 일대에는 조선 말 헌종 때 세도정치를 펼쳤던 풍양조씨의 조
12)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 서울의 산 남산의 경승과 명소,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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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영(趙萬永)이 세운 노인정(老人亭)이 있었다. 고종 때에 이르러 노인정은 민씨일
가인 민영준(閔泳駿) 소유의 별장이 되었으며 이 노인정에서 조선의 내정개혁과 관
련하여 조선과 일본이 3차례에 걸쳐 벌인 회담이 1894년 7월 10일부터 5일간 이루
어졌다. 회담에서 조선이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는 독자적인 개혁 방침을 지속적으
로 주장하자 결국 일본은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청일전쟁
을 일으키게 된다.13) 이후 노인정은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조선총독부 관사로 사용
되게 된다.

2. 남촌 내 일본인 거류지 형성 및 발전
2.1 남촌으로의 일본인 유입
가난하지만 지조있는 선비들의 마을인 남촌이 변화를 겪게된 계기는 조선이 일본
과맺었던 조약인 조일수호조규(1876년)와 조일통상장정(1883년)에 의해서였다. 서구
와 일본의 개항 요구에 오랫동안 대항해왔던 조선은 결국 일본과 맺은 조일수호조
규로 인해 개항을 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의 열강들과 차례
로 조약을 맺으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초기에 일본과 맺은 조일수호조규 상에
서는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만 개항하고 해당 항구에서 조계지로 설정된 공간
에서만 상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있었다. 하지만 조선과 청나라간
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년)이 체결되어 청나라 상인들이 한성 안에서 거류하
면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되자 일본은 조일수호조규 당시 맺었던 조항을 수정하
여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일본 상인들도 한성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14)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인정회담
14) 조일통상장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본 상민에 대한 최혜국 대우(제42관) 외에 아편 수입
금지(제31관), 천재·변란으로 인한 식량 부족의 우려가 있을 때의 방곡령(防穀令)의 선포
(제37관), 관세 및 벌금의 조선 화폐에 의한 납입(제40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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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 일대에 일본인들의 거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82년 6월 임오군란과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인해 연이어 불에 탄 일본공사관이 1885년 남산 북쪽
왜성대(현 예장동 일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이후부터이다.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
상에서 왜성대 일대를 거류지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일본인들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조선인들로부터 피해를 받자 조선인에 대한 위협을 느껴 비교적
안전한 일본공사관(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인근에 주거지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일
본인들이 이 일대 거주지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공사관 외에 해당 지역의 낮
은 지가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일본인들이 매입한 가옥 가격을 명시한 기록에 의
하면 한성 남부 훈도방 진고개 일대 가옥들의 가격은 1간당 50량-100량 사이로 형
성되어있어 그 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해당 지역 가옥들의 거래건수
도 전체 거래수의 68%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

표 4. 1880년대 한성부 남부 훈도방의 주택 가격 및 일본인의 토지매입(자료: 왕현종, 1998, p.7)

1894년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 간에 전쟁이 발발(1894-1895)하고 결국 일본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자 이전에 비해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한성으로 유입되었다.

15) 왕현종, 1998,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 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 서울학연
구,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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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들어오게 된 일본인들의 직업은 다양하였으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직
업군 또한 등장하였다.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직종으로는 인력거, 접대부, 신발제
조, 청부업, 공사장 막일 등이 있었다. 이러한 직종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청나라
상인들이 한성에서 영향력을 잃으면서 일본사람들의 상업 활동이 전보다 더 자유로
워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상인들이 청나라 상인들이 물러간 자리인 남대문 지역(명동, 소공동 일대)까
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자 더 많은 일본인들이 유입되었고 결국 한성으로 지속적으
로 유입되는 일본인들을 위한 주거지 조성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전
일본인들은 현재의 주자동 6번지 일대와 회현동3가·남산동3가 일대에 거류하였으나
청일전쟁 이후 충무로 2가 일대(현재 명동 세종호텔 부근)로까지 거류지를 확장하
였다.16)

표 5. 1885-1903년 사이 경성 내 일본인 인구 통계(자료: 김종근, 2003, p.196)

16) 국역 경성부사 제2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p.5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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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남대문 일대로까지 세력을 확장한 후 추진한 것은 남산동‧예장동 지
역의 주거지에서 남대문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개수사업이었다. 특히 1890년대 초반
남대문로 가로변에는 가가(假家 : 왕이 큰 길에 행차할 때면 헐었다가 이후 다시
지어지곤 했던 가건물)들이 즐비하여 통행 시 불편함을 야기하였다. 일본인들은 지
속적으로 조선 정부에 진고개와 남대문로 인근의 한국인 가가를 모두 철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조선 정부 또한 한성 주요 가로변의 가가를 정리하는 것을 한성부 도시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가가 정리 사업은 김옥균과 박영효17) 등의
급진개화파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림 3. 남대문로 가로정비사업 전의 풍경

그림 4. 남대문로 가로정비사업 후의 풍경

1895년 11월에 이르러 명동(明洞), 낙동(駱洞), 장동(長洞), 나동(羅洞) 일대 남대
문로 가로변에 있던 가가 대다수가 철거되자 이 일대 가로변의 가옥들은 일본인들
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18) 일본은 조선정부와 별도로 진고개에서 남대문으로 통
하는 도로들에 대한 개수사업을 일본영사관 주도로 실시하였는데19) 이 때 정비된
17) 김옥균(金玉均)은 1882년에 쓴 <치도약론(治道略論)>에서 당시의 급선무로 위생과 농업,
그리고 도로를 들면서 도로정비가 개화산업의 중요한 실천임을 역설하였다. 박영효(朴泳
孝)는 1883년 한성부판윤에 임명된 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길가에 난립한 가옥을 정
비하고 도로를 확장하였다.
18) 제21기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자료집 명동 어제와 오늘, 서울시, p.13-14
19) 고종 32년(1895) 4월에 일본인 거류민단은 일본계 제일은행 서울지점에서 3만원을 빌린
후 8월 하순에 진고개 도로개수사업에 착수하여 당해에 완공하였다. 기채액은 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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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본정 1정목 서부에서 명치정 1·2정목을 지나 황금정 2정목으로 연결되는 곳
으로 현재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 퇴계로2가 교차로를 지나 을지로2가 사거리에 이
르는 구간이었다. 당시 실시한 도로개수사업으로 인해 남대문통과 진고개 사이에
거마의 왕래가 용이해졌으며 도로변 양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었다.20) 일본은 도로정
비사업이 완료되자 일본영사관을 남대문통과 진고개길이 만나는 지점(후 미쓰코시
백화점 부지, 현 충무로 1가 52-2번지 신세계백화점 부지)으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
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2.2 일본인 거류지의 확장
왜성대와 남대문로 일대의 도로개수가 완료된 후부터 일본은 진고개와 남대문 일
대에 거주지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한다. 일본은 1897년 이전한 영
사관 부지 인근에 거류민단역소와 상업회의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남산 북사면(현
숭의여대 부지)에 왜성대 공원을 설치하여 거류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1898년에는 왜성대 공원 내에 남산대신궁(1916년에 경성신사로 개칭)을 설치하여
거류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일본인 거류지는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 2만명이 한성으로 들어오게 되었
고 이때 군인들과 더불어 수많은 일본인들이 전쟁특수를 노리려 한성으로 들어왔
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1904년 말 경성 거류지 호수는 1,350호에 인구는 5,323명
(남성 2,978명, 여성 2,345명)으로서 1903년에 비해 호수는 448호, 인구는 1,658명
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을 승리하면서 한반도에서 자
신들을 견제할 해외세력이 없게되자 즉각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
졸업자에서 60세까지의 거류민 1인당 10전씩을 거두어 상환하였다. 도로개수사업은 가로
변의 가가를 철거하여 가로폭을 확장하고 정리된 가로 주변에 공중변소와 가로등을 설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 국역 경성부사 2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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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박탈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게 된다. 결국 한성에서의 안전
이 보장되자 본토의 일본인들은 한성으로 전보다 더 유입되어 한성 내 일본인 인구
가 급증하였다. 당시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부터 1910년 사이 증가한 한성의
일본인 호수와 인구는 다음과 같다.
표 6. 1904-1910년 사이 경성 내 일본인 인구 및 호수(자료: 川端源太郞(1910), p.22)

연도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호수(호)

1,350

1,986

3,216

4,300

6,437

7,745

8,794

남

3,978

4,160

6,447

8,125

12,004

15,964

19,078

녀

2,345

3,517

5,277

6,754

9,783

12,824

15,390

계

5,323

7,677

11,724

14,879

21,789

28,788

34,468

인구
(명)

한성 내 일본인 거류민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또다시 거류지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자 기존 거주지 주변인 욱정(회현동 일대), 명치정(명동), 영락정(저
동), 대화정(필동) 등으로 거류지가 확장되었다. 구체적으로 1910년 당시 일본인 거
류민 주요 마을의 인구는 각각 욱정(현 회현동) 3,810명, 본정(현 충무로) 3,270명,
대화정(현 필동) 2,995명, 남산정(현 남산동) 2,459명, 명치정(현 명동) 2,410명이었
다.21) 당시 본정과 인접한 남산 일대는 비교적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어 일본인들
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기 쉬웠으며 조선인들이 북촌만큼 밀집해서 살아온 지역이
아니라 토지매입에도 유리하였다. 또한 1910년 한일합병시기에 이르러 조선총독부
및 조선헌병대사령부22)가 각각 왜성대정(예장동)과 대화정(필동)에 위치했고 조선총
독부 뒤편에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23)이 위치하고 있어 거류민들이 심리적인 안정

21) 박찬승, 2002, 러일전쟁 이후 이후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확장 과정, p.135
22) 조선시기 금위영 관하의 군사훈련소 남별영(南別營)이 있던 터(당시 대화정2정목 84번
지, 현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러일전쟁을 위해 들어온 일본군들의 사령부인 조선주차군
사령부가 1904년 조성되었으며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조선헌병대사령부가 위치하게 된
다.
23) 남산대신궁은 1916년도에 정식으로 신사가 되어 경성신사(京城神社)로 개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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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기에도 용이하였다. 1910년대 거류지의 확장과 더불어 새로 조성된 거류지 내
도로 개수, 병원 개축, 학교 건설, 공원 조성 등의 기반시설 구축이 함께 이루어졌
으며 거류지 동쪽인 대화정, 서사헌정, 동사헌정(현 필동, 장충동2가, 장충동1가)에
대한 도로개수사업 또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신정(묵정동)-동사헌정(장충동1가)
을 잇는 구간, 대화정 3정목(필동3가)-본정 9정목(현재 쌍림동으로 추정)을 잇는 구
간 등이 1909년에 개수되어24) 이후 일본인 주거지의 동부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였
다. 1910년대 남촌에서는 주거지 도시구조의 체계화과정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또는 일본인 거류민단이 이익 추구를 위
해 조선인들이 사용해왔던 주거지를 유흥시설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지 및 가로변
화가 일어났다. 당시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주거지 도시조직 변화는 대화정
(현 필동), 신정(현 묵정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도시조직 변화
관련된 내용을 대화정 및 신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 일본인 거류지의 확장(자료: 정수인, 2005, p.120)
24) 국역 경성부사 제2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p.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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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정 도시조직의 변화과정 및 변화배경
3.1 대화정 내 조선총독부 관사 유입
본정(本町)·남산정(南山町)·대화정(大和町)으로 일본인 거류민 주거지를 확장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주거정책은 조선총독부 및 각종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관사 신축이었다. 한일합병 후 조선에서 행정업무를 도맡을 관
리25)들이 대거 늘어나게 되자 이들을 위한 관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조선총독
부는 조선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던 남촌 내 국유지를 활용하여 관사를 신축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대화정에 관사들이 대거 밀집하게 되었는데 일부 관사들은
대화정 2정목 134번지에 위치했던 노인정(老人亭) 등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시설물
을 파괴하면서 지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6. 2016년 현재 필동 및 묵정동 일대 주변환경

25) 1911년 6월 기준 일본인 경성거류민들의 주요 직업은 관리직(2,134명)으로 전체 직업종
사자의 12.3%를 이루었다. 관리직 외의 주요 직종은 상점원(1,478명)·고용원(1,269명)·
목수(961명)·회사원(739명) 등이었다.(자료: 경성거류민단역소,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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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화정에 위치한 관사현황을 1912년 발행된 토지조사부와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시기 건축도변 아카이브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관사가 지어진 필지가 대형필지
로서 개별 필지에 2-3개동의 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12
년 당시 대화정 내 국가 소유의 필지는 총 20필지로서 대화정 총 필지수인 270필
지의 7.4%에 해당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국가가 소유한 필지의 평균면적이 2,390평
(총 면적 47,815평)으로 민유지(民有地)의 평균면적인 159평(총 면적 39,945평)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확인된다. 대화정 내 국유지는 헌병대사령부 시설, 정무총
감 관저 또는 이왕직26), 체신국, 농상공부에 종사하는 관리들을 위한 관사로 주로
사용되거나 학교시설 용지로 사용되었다. 1923년 1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살
펴보면 당시 경성부 한강통(일제강점기에 현 용산동 1·2·3가, 한강로 1·2·3가, 남영

그림 7. 대화정2정목 134번지에 위치한 총독부 관사(조선 후기 노인정 터)
26) 대한제국 황실업무를 전담하던 궁내부를 계승한 것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
내성에 소속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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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포함한 지역)에 798호의 관사가 있었으며 뒤를 이어 화천정(현 순화동 일대)
128호, 욱정(현 회현동) 69호, 서대문정(현 신문로) 59호, 대화정 47호, 삼판통(현
후암동) 44호, 본정(현 충무로) 36호 등의 관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7)

그림 8. 대화정2정목 84번지 조선헌병대사령부 일대(1912년에 제작된 지적원도에 필자 작업)

그림 9. 필동2가 84번지 남산골 한옥마을 일대(2016년)

27) 김명숙, 2004, 일제시기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에 관한 연구,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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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유지들은 일제 강점기 때 필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광복 이후에
집중적으로 필지 분할이 이루어진다. 일제강점기 때 대화정에서는 민간 소유의 필
지들에서 필지분할이 이루어지며 특히 민간 소유의 대형필지에서 필지 분할이 활발
하게 이루어진다. 당시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민간 소유의 대형필지들은 초기에
주식회사가 소유한 후 상업 및 가옥임대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상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초기부터 부유한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소유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필지들은 일반적으로 192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필지분할이 이루어졌다.

3.2

대화정 내 주식회사의 토지 매입 및 토지소유자 변화과정

대화정에서는 일본의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민간에 되판 흔적도
1912년도 지적원도, 1940년도 폐쇄지적도, 1912년 토지조사부, 1927년 경성부 지
적목록을 비교함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초기에 매입한 필지의
크기가 소형필지가 아니라 대형필지인 것으로 보아 매입 시 향후 필지 분할을 염두
에 두고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28) 당시 대화정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들은 대한권농주식회사, 일한와사주식회사29), 주식회사조선은행, 조선실업주식회사,
경성기업주식회사 등으로 당시 이들 기업은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
회사일 뿐만 아니라 전기회사, 가스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던 대기업이었다. 일본인
거류민단역소에서 편찬한 경성발달사(京城發達史)를 통해서 확인되는 해당 기업들
의 자본금 및 소재지(1911년 6월 기준)는 일한와사전기회사(자본금 300만원, 소재
지: 종로통), 경성기업주식회사(자본금 100만원, 소재지: 남대문통), 대한권농주식회
사(자본금 100만원, 소재지: 욱정2정목), 조선실업주식회사(자본금: 30만원, 소재지:
28) 1912년도 지적원도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다운받은 자료를 통합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
였으며 1940년도 폐쇄지적도는 서울시 중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29) 일한와사주식회사는 1909년 한미전기회사를 매수하면서 1916년 경성전기주식회사로 명
칭이 변경되며 경성전기주식회사가 1943년 조선전업주식회사를 거쳐 1961년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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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정)순으로서 당시 인구 35,000여명이었던 경성 거류민단의 1년 예산이
270,246원이었던 점을 비교해보면 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다.30) 당시 주식회사들이 대화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필지 현황(1912년 기준)
은 다음과 같다.
표 7. 대화정1정목 토지소유현황
대화정1정목

垈地(대지)

일본인 소유

한국인 소유

국유지·주식회사

필지개수

필지개수

소유 필지개수

36

11

총합

57필지

※ 대화정1정목 필지 소유 주식회사명
조선권농주식회사(朝鮮勸農株式會社): 2필지
일한와사주식회사(日韓瓦斯電氣株式會社): 4필지
주식회사조선은행(株式會社朝鮮銀行): 1필지
조선실업주식회사(朝鮮實業株式會社): 1필지

30) 국역 경성발달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p.4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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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2)
주식회사(8)

표 8. 대화정2정목 토지소유현황
대화정2정목
일본인 소유

한국인 소유

국유지·주식회사

필지개수

필지개수

소유 필지개수31)

垈地(대지)

89

20

田(밭)

2

2

雜種地

1

(잡유지)
합계

국유지(14)
주식회사(4)

국유지(2)

92

22

총합

20

134필지

※ 대화정2정목 필지 소유 주식회사명
조선실업주식회사(朝鮮實業株式會社): 1필지
다카다상회(高田商會): 1필지
경성기업주식회사(京城起業株式會社): 2필지

표 9. 대화정3정목 토지소유현황
대화정3정목
한국인 소유

일본인 소유

국유지·주식회사
소유 필지개수

필지개수

필지개수

垈地(대지)

56

10

田(밭)
雜種地

2

·

주식회사(2)

1

·

국유지(2)

(잡유지)
합계
총합

59

10
79필지

국유지(3)
주식회사(3)

10

31) 일제강점기 대화정2정목 100번지, 101번지 필지는 이왕직(李王職) 소유의 필지였다. 이
왕직은 대한제국 황실업무를 전담하던 궁내부를 계승한 것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내성(宮內省)에 소속된 기구이나 궁내성도 일본 소유의 기관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해당필지를 국유지 소유에 포함시켰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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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정3정목 필지 소유 주식회사명
경성기업주식회사(京城起業株式會社): 대지 2필지, 밭 2필지
기타 주식회사: 대지 1필지

1920년대 이후 이러한 주식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필지들 중 일부는 경성 재계
를 주름잡던 부유한 상인들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은
행령으로 인한 결과였다. 1912년에 은행령이 공포되면서 일반은행의 설립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 때 주식회사들 중 일부도 은행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된다. 결과적으
로 이는 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민간에 매각되는 결과를 야
기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은행령 제3조를 살펴보면 은행업을 경영하
는 회사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있어
조선총독부가 일반은행들의 현물출자(現物出資)를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주식회사 중 은행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회사들은 기존 소유 필지를 민간
에 팔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32)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경성기업주식회사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경성기업
주식회사는 1913년 6월 30일 회사의 상호를 경성은행(京城銀行)으로 변경한 후 은
행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며33) 이후 경성기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대화정2정목
17번지, 18번지는 천야태삼랑(淺野太三郞)34)의 소유가 된다. 이 외 경성기업주식회
사 소유 필지 중 대화정3정목 10번지는 삼택좌사랑(三澤佐四郞)35)의 소유가 되며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총독부제령 제5호 은행령 제3조
(http://law.go.kr/lsInfoP.do?lsiSeq=65056#0000)
33)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2권(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고, http://db.history.go.kr/)
34) 1872년생으로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이며 1905년 조선에 건너와 인천에서 일용
잡화상을 경영. 1906년 경성에 이전하여 일용잡화상, 목욕탕업, 미곡중개업에 종사.
1920년대부터는 주택임대업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 1926년 경성부협의회원(京城府協議
會員)으로 선출되며 이외 조선신탁(朝鮮信託) 주주, 조선취인소(朝鮮取引所), 인천철공소
(仁川鐵工所), 조선국산자동차(朝鮮國産自動車) 이사직을 역임. 거액의 사재를 기부하여
재단법인 천야육영회(淺野育英會)를 설립함.
(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35) 1876년생 일본인으로 1896년 일본군에 들어감. 북청사변(北淸事變), 러일전쟁에 종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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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지, 25번지는 광강택차랑(廣江澤次郞)36) 소유가 된다.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대화정에서 필지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점은
1927년 이후로서 부유한 상인 또는 가옥임대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
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면서 토지 분필이 이루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필지들의 분필에 주목하여 당시 대화정 도시조직의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3.3 일제강점기 대화정의 도시조직 변화(1912-1945년)
일제강점기 대화정의 인구밀도를 1인당 평균 평수를 통해 분석한 자료(1928년
기준)에 의하면 남산록 주거지에서 수정(현재 주자동), 대화정1정목(현재 필동1가),
대화정2정목(현재 필동2가)의 1인당 평균 평수가 각각 5.7평, 6.9평, 7.4평으로 남
산록 주거지에서 면적 대비 인구가 가장 과밀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화
정3정목은 1인당 평균 평수가 23.8평으로서 남산록 주거지 1인당 평균 평수인
12.6평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성부 1인당 평균 평수가 12.7
평이었기 때문에 대화정3정목은 경성부에서도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속한 곳이었다.37)
1920년대와 1930년대 경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의해 주택난이 심각한
때였기 때문에 경성 내 가옥신축이 불가피한 시기였다.38) 이에 과밀화된 경성도심
공으로 금치훈장(金鵄勳章)을 수상하였고 1908년 조선으로 건너와 경무고문부(警務顧問
部)에서 근무. 1911년 퇴직 후 금융업, 가옥임대업 경영.(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6) 1885년생으로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상업부 졸업, 조선에 건너와 경성에서 연초업
에 종사하면서 데라우치(寺內)총독으로부터 명예금패를 수여받음.(자료: 한국사데이터베
이스)
37) 국역 경성도시계획조사서, p.42-49
38) 1921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1921년 경성의 가구 수는 조선인 37,927
가구, 일본인 16,414가구로 총 54,341가구이며, 주택은 조선인이 26,830호, 일본인
이 12,378호로 총 39,208호로 나와있다. 가구수와 주택수를 대비해보면 무주택 가구가
조선인 11,097가구, 일본인 4,036가구로 각각 29.3%, 24.6%의 주택부족율을 보였다.
(자료: 유승희, 2012,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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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대문, 동대문, 청량
리, 신당리 등의 외곽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성 도심부에서도 소규모로 주택개발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중 한
곳이 대화정3정목이었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택지개발을 할 여유가 있는 곳이었던
대화정3정목에서는 10번지, 21번지, 25번지, 69번지, 78번지, 79번지를 중심으로
하여 1927년과 1940년 사이에 필지분할이 세부적으로 시행된다.
10번지, 21번지, 25번지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경성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
한 뒤에 필지분할이 이루어졌으며 69번지, 78번지는 등부국태랑(藤富國太郎)39)이
1910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필지로서 1927년 이후에 필지분할이 일어났다. 분할이
되기 전 필지의 소유자들 중 일부는 당시 경성에서 상업으로 명성을 떨치던 상인들
로서 상업회의소 회장, 주식회사 이사장,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
다. 1912년도 경성부 토지조사부에서 대화정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상
인들의 실제 거주 주소가 대화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구한말 민사 판결문(법원도서관 제공)을 살펴보면 분할 이전 토지를 소유
하던 상인들 중 일부가 가옥임대업 활동을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40) 이러한 사항들
을 통해 토지 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던 토지를 대상으로 필지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화정 3정목 10번지, 21번지, 25번
지가 각각 10-1 외 8필지, 21-1 외 18필지, 25-1 외 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남산
과 가장 인접한 필지인 대화정 3정목 69번지41), 78번지, 79번지가 각각 69-4 외
39) 1879년생으로 1895년 1월 경성으로 들어와 시장 상인이 됨. 1899년 스탠더드 석유의
특약판매를 시작하였고 1901년에는 우유부를 신설하여 경룡우유의 독점 판매도 실시.
경성상업회의소 의원으로 거듭 당선됨. 곡물 매매업, 해륙 산물 위탁업, 복덕방, 토지
가옥매매 소개, 각종 보험 대리업, 철도 소하물 업무를 취급하는 등부상회(藤富商會) 주
식회사의 이사장으로 활동.(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0) 구한말 민사 판결문에서 1912년도와 1940년도 사이에 필지분할이 이루어지는 대화정 3
정목 69번지, 78번지 토지의 소유자(등부국태랑, 藤富國太郎)를 검색해본 결과 1909년
9월 17일, 1910년 10월 20일 날짜로 가옥 임대 관련된 판결문이 확인되었으며 각각 채
무자가 원고(등부국태랑)에게 29원 60전과 44원을 지불하라는 판결문 내용이 확인됨.
41) 기존 대화정3정목 69번지 필지뿐만 아니라 70번지 및 78번지 일부 토지가 69번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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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필지, 78-2 외 5개 필지, 79-1 외 18개 필지로 세분화되었다.

그림 10. 1927년-1940년 사이 대화정3정목 필지분할현황(1940년 폐쇄지적도에 필자 작업)

이를 통해 1927년과 1940년 사이에도 대화정 내 주거지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3년도와 1940년 사이의 대화정3정목 인구를 살펴보
면 1933년도에 1,278명이었던 인구는 1937년에 1,377명 그리고 1940년에 1,511명
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대화정1정목 인구는 1,026명, 1,063명, 1,062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대화정2정목 인구는 2,052명, 2,220명, 2,46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필지로 편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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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좌) 1912년 지적원도 상에서의 대화정3정목 69번지, 78번지, 79번지
그림 12. (우) 1940년 폐쇄지적도 상에서 나타난 대화정3정목 69번지, 78번지, 79번지 필지분할

대화정2정목에서는 29번지, 60번지, 70번지, 85번지, 102번지, 105번지, 106번
지, 107번지, 119번지, 123번지를 중심으로 필지분할이 일어나나 분할되기 이전의
필지 면적과 분할된 필지의 수가 대화정3정목에 비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대화정3정목보다 더 증가한 것은 기존주택이 증축되었거나 대화정2정목에
관사가 추가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화정2정목에서 29번지, 60번지, 85번지는 필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사용되면
서 분필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토지가 주거용도로 세분화된 필지는 70번지, 102번
지, 105번지, 106번지, 107번지, 119번지, 123번지뿐이었다. 대부분의 필지들이
3-4개 필지로 세분화된데 비해 123번지는 11개 필지로 세분화되었으며 필지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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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과정에서 체계화된 단지계획적 특성이 확인된다.

그림 13. 대화정2정목 123번지 필지 분할

그림 14. 2016년 현재 필동2가 123번지 일대

구체적으로 1927년과 1940년 사이에 필지분할이 이루어진 대화정2정목 123번지
에는 쿨데삭(Cul-de-sac) 도로가 도입된 근린주거지가 대화정 내 최초로 조성되게
된다. 대화정 2정목 123번지는 123-1번지, 123-2번지 등 11개의 정형화된 필지로
균등하게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필지 가운데로 쿨데삭형 도로(123-6번지)가 조성되
어 통과교통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해보면 해당 필지형
태가 현재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신정(묵정동) 도시조직의 변화과정 및 변화배경
4.1 신정유곽(新町遊廓)의 설립 및 확장
남촌의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건은 유곽(遊廓)의 설립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한성에 군인들과 성인남성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1904년
쌍림동·묵정동의 토지 7000평을 조선인들로부터 매입42)하여 기존 한옥을 철거한
42) 당시 신정부지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거류민회의원 기쿠타 마사히로가 수완을 발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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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대에 신정유곽(新町遊廓)43) 및 상가를 조성하였다. 이는 매음업자들이 일정한
곳에서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창이 주거지역에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하
는 의도에서 설립한 시설이었다. 또한 유곽은 주거지 내 도로, 하수도, 병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설립하기위해 재원이 필요했던 일본인 거류민단이 적극적으로 투자
를 감행한 시설이기도 하였다.44) 1912년 당시 신정(新町)의 토지조사부를 살펴보면
총 22필지 중 필지소유자가 경성거류민단(京城居留民團)으로 된 필지가 9필지로서
신정의 상업화를 주도한 세력이 일본인 거류민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45) 특히 신정
의 토지는 일본인 거류민단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중 제일 가치가 높은 토지였다.
1909년도의 일본인 거류민단 소유 재산을 살펴보면 신정의 가치는 85,433,000원
으로서 진고개(조선시대 이현)에 위치했던 한성병원 부지보다 약 2천여만원이나 더
비쌌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46) 일본인 거류민단은 기존 한옥 철거 후 언덕을 평
탄하여 일대를 경성의 특별요리점 영업장으로 만들면서 이름을 신정(新町)으로 정
한 후 유곽의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칙을 정하였다. 당시 토지이용규칙과 관
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정1정목과 2정목을 모두 건축지로 하고, 신정 4정목 양측 뒷길을 유흥장과 극장
조선인들이 뜻밖의 거액을 횡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기록이 국역 경성발달사 pp.202
에서 확인됨.
43)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군 2만명이 한성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군대와 더불
어 부를 축적하려는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오게 된다. 일본은 군인들와 성인 남
성들의 성병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이들이 지정된 특정 장소(신정유곽)에서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신정유곽 주변에는 헌병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고 신정유
곽의 위치가 기존 거류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지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44) 종래 거류지역 내 산재하였던 기존 영업자와 신설 영업자는 자연스레 한 곳에 모여 풍
기단속이 편해졌을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민단 사무소의 <토지대부규칙>에 따른 수
입과 영업자 과세가 새로운 재원이 되어 민단은 세입을 증가할 수 있었다. (국역 경성부
사 2권, p.613)
45) 당시 대지의 소유주와 필지 수는 경성거류민단이 7필지, 일반 민간인이 5필지를 소유하
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대지 12필지 외 밭 6필지, 임야 2필지, 도로 2필지로 신정이 이
루어져 있었다.
46) 국역 경성부사 2권, pp. 68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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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건축지로 하며, 남는 땅은 보통 상점의 건축지로 대여한다. 1905년 6월 이후에는
신정 3정목과 4정목도 요리점 건축지로 쓸 수 있으며, 임대료는 최저 가격을 평당
1개월에 7전으로 정한 뒤 그 이상의 가격으로 경쟁입찰에 부친다. 또한 임차 권리는
거류민장의 인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경쟁입찰에 응하려는 자는 신
정 1정목과 2정목 토지는 100원 이상, 신정 3정목과 4정목의 토지는 30원 이상의
보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임차료 가격은 토지 대부 계약일로부터 5년거치로 하
고 그 후는 민장이 거류민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47)
1910년 한일합병 후 조선총독부가 거류지의 위생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쓰레기장,
전염병원, 감옥 등의 시설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정책을 실시함
과 동시에 경성 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던 유곽을 신정유곽으로 밀집시키는 정
책을 실시하면서 더욱 확장되었다.48) 수많은 유곽들이 신정유곽에 밀집하게 되자
신정유곽의 영역이 기존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결국 신정유곽
서쪽 신정 3번지일대 밭과 임야(대화정과 신정 사이)가 1912년에 대화신지(大和新
地)라는 이름의 유곽으로 개발되었다. 특이점으로 당시 신정유곽은 주변 지역과 비
교될 정도로 큰 대형필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1912년 당시 유곽으로 사
용된 대지의 총 필지 면적이 9,662평으로 한 필지 당 평균 805평이었으며 이는 대
화정의 민간인 필지 평균면적이 159평이었음을 살펴볼 때 5배에 이르는 크기였다.

47) 국역 경성발달사,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pp. 202
48) 김종근, 2011, 식민도시 경성의 유곽공간 형성과 근대적 관리, 문화역사지리,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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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912년도 신정(新町)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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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신정유곽은 유곽 뿐만 아니라 카페, 술집, 잡화점, 세탁소, 이발소,
전당포, 요리점, 영화관, 약국 등 각종 상업시설·편의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한번쯤은 찾아오고 싶게 하는 유흥의 메카였다. 경성에서 낮의 번화가는
명치정(명동)과 본정(충무로)이고 밤의 번화가는 신정(묵정동)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등장할 정도로 신정은 나날이 발전하였다.49)
중구문화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신정유곽의 입구는 오늘날 퇴계로와 접하는
퇴계로 50길 초입부로 일제시기 본정통(本町通)을 쭉 걸어나가다가 본정5정목(현
충무로5가)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시작되는 길이라고 표현되어있다.50) 이러한 사
항을 통해 당시 신정유곽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신정유곽의 범위가 오늘날 충무초등
학교와 제일병원 사이의 공간으로 남으로는 동국대와 접하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현재 동국대 앞의 상가와 주택지의 상당 부분이 옛 유곽지역에 들어선 것
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신정유곽에는 총 54곳의 유곽집이 있었으며 창녀의 수는
261명에 이르렀다.51) 또한 포주는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한명의 포주가 몇 개의 유
곽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신정유곽 건물의 창문은 1층에는 격자 창문,
2층에는 난간이 붙은 미닫이 창문으로 되어있었으며 집 이름을 쓴 초롱이나 일본
국기를 그린 초롱이 처마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초롱들이 밤이 되면 불이 켜지면
서 이 일대가 홍등가로 변모했다.

49)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서울시 중구문화원, 2009, p.136
50)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서울시 중구문화원, 2009, p.136
51) 한양·경성 서울을 걷다, 가와무라 미나토, 2004, 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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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신정유곽의 유곽형태 및 경관(자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p.304)

그림 17. 초기 신정유곽의 위치 및 확장(자료: 김종근, 2011,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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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일제강점기 신정유곽 진입부 경관(자료: 서울시 중구문화원, 2009, p.135)

그림 19. 오늘날의 옛 신정유곽 진입부(묵정동 27-1번지 일대, 2016년 4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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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좌) 1936년에 제작된 대경성정도 상에서의 신정유곽 위치
그림 21. (우) 현재 지도에 대입해본 옛 신정유곽 위치(출처: 박현, 2015, p.32)

당시 신정유곽의 풍경은 작가 김달수의 장편소설 『현해탄』를 통해서 확인된다.

후루야(古屋)가 돌연히 발한 기묘한 소리로 경태는 정신을 차렸다. 그곳은 일본인
유곽과 조선인 창녀들의 집이 있는 신정의 입구였다. 거기서부터는 밝을 불이 켜져
있었다. 전봇대 밑에 인력거꾼들이 모여 있었고, 눈을 번뜩이는 호객꾼도 서 있었다.
오른쪽에 완만한 경사의 넓은 거리가 있고 각 층마다 초롱을 달아서 불을 켠 큼직
한 유곽건물이 거리 양쪽에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중략)...“자, 그러면 여기서 헤어
져야겠네. 나는 이쪽이고 너는 그쪽이다. 그럼...” 후루야 다쯔키치는 그렇게 말한 뒤
경태의 어깨에 끼고 있던 팔을 빼고는 손가락으로 신정거리 깊숙한 곳을 가리킨 뒤,
그 일본인 유곽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이 외에 월북작가 이태준의 소설 『아무일도 없소』을 통해서도 신정유곽의 풍경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좌우를 산밑으로 올라가며, 보통 상점집과는 다른 일본식 2층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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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집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그 때에 K는 옳구나, 저기가 정말 유곽인가보다 생
각하였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본 즉 과연 집집마다 문 안에 으슥하게 들어설 곳을
만들어 놓고 마치 활동사진관 문 앞에 배우들의 브로마이드를 걸어놓듯 창기들의
인형같은 사진을 진열해 놓았다. K는 아까 지나온 조선집 거리처럼 그렇게 난잡스
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모자는 숙여 쓴 채 너덧집이나 문간에 들어서서 다른 사
람과 함께 사진구경을 하였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당시 조선인, 일본인간의 민족차별의 경계가 유흥가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19~1921년 사이에 신정유곽은 동서로 팽창하여
일본인들은 서쪽을, 한국인들은 동쪽을 중심으로 영업을 했다. 동쪽의 동신지는 조
선인 업주와 조선인 여자들이 영업을 하였으며 서쪽의 대화신지는 주인과 성매매
여성이 모두 일본인이었다. 흔히 말하는 신정유곽은 일본인들의 대화신지를 지칭한
것이었다.52)
1920년대에 이르러 경성 내 종교계는 인권옹호의 인도적 차원에서 공창제도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신정과 광희정(광희동) 일대 주민들 또한 ‘동부경
성발전회’를 조직하여 지역에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신정유곽을 교외지로 이전하라
는 주장을 강하게 내놓는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1920년대 중반은 경성
내 일본인 거류지의 동부지역 확장이 신정 주변의 병목정(현 쌍림동)·서사헌정(현
장충동1가)·동사헌정(현 장충동2가)·광희정(현 광희동) 일대까지 이르렀고 더 나아가
신당리(현 신당동)로까지 확장될 기미가 보이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
자 신정유곽은 더 이상 거류지의 외곽에 입지하는 시설이 아니게 되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반경에 위치하는 시설이 되어 일대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여겨지
고 있었다.53)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신정유곽 이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한
52) 홍성철 저, 유곽의 역사, 2007, p.84
53) 유승희, 근대 경성 내 신정유곽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화, 부산경남사학회, 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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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속
에서 성매매업이 묵정동에서 암암리에 성행54)하였으나 1960대에 이르러 서울시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결국 없어지게 되었다.55)

4.2 일제강점기 신정의 도시조직 변화(1912-1945년)
경성 내 유곽들이 신정유곽에 모여들면서 점차 수많은 유흥객들이 신정유곽을 찾
게 되자 기존의 밭과 임야 부지도 대지로 용도변경이 됨과 동시에 유곽으로 조성되
었으며 이로 인한 필지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1912년과 1927년 사이 신정유곽의 필지 분할 현황을 살펴보면(1912년도 경성부
토지조사부, 1927년도 경성부 지적목록) 1912년도에 일본인 민간인 소유의 밭이었
던 신정 3번지(앞서 언급한 대화신지 일대)가 1927년에는 애지산업회사(愛知產業會
社) 소유의 대지가 되고 기존 필지 또한 3-1 외 23필지로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할된 24개 필지가 모두 애지산업회사 소유인 것으로 보아 회사가 필지를
구입한 후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곽 또는 상가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필지를 활용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지산업회사 이외에 신정에서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집단은 경성학교조
합(京城學校組合)과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朝鮮土地經營株式會社)으로서 각각 신정
내 9필지, 7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유지와 경성부 소유 토지 또한 각각 10필
지, 3필지가 있었다. 즉 당시 신정의 총 87필지 중 애지산업회사, 경성학교조합, 조
선토지경영주식회사가 소유한 필지가 40필지로서 신정 내 토지의 46%에 해당했다.

54) 경향신문, 1958년 7월 20일, 『묵정동사창굴 단속했으나 무위』
55) 정재권, 메모리인 서울, 필동의 판자촌 관련 인터뷰, 기억수집가 김초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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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927년도 신정 토지대장

소유자

지목

애지산업회사

대지

경성학교조합

대지

도로

조선토지경영

대지

주식회사
도로
임야
거구(=도랑)

국유지
도로

도로
경성부
민간소유

대지
도로
대지
총 필지 수

지번
3-1번지부터
3-24번지까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
14번지
16번지
17번지
20번지
22번지
15번지
18-1번지
18-3번지
18-6번지
18-8번지
18-9번지
19-3번지
18-5번지
2번지
18-10번지
18-18번지
18-20번지
19-2번지
19-7번지
19-10번지
19-12번지
20-3번지
20-5번지
20-7번지
20-8번지
20-9번지
7-1번지
1번지 외 32개 필지

총 필지
24필지

9필지

7필지

10필지

3필지
34필지
87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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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경성학교조합이 소유한 9필지는 1914년 이전까지 일본인거류민단 소유였다.
하지만 일본인거류민단이 1914년 4월 1일 부제(府制)가 실시됨에 따라 해체되고 경
성부(京城府)에 속하게 되자 일본인 거류민들의 학교 신설 등 교육관련 사업 지원
을 위해 거류민단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경성학교조합으로 이관되게 된다. 당시
경성학교 조합으로 이관된 거류민단의 주요재산은 다음과 같다.56)
표 11. 부제(府制) 실시 후 학교조합 승계분 토지(1914년)
소재

지목

평수(평)

길야정2정목

밭

11,288,000

(용산구 도동2가)

묘지 터

3,136,000

신정

택지

7,423,000

(쌍림동·묵정동일대)

민단 도로부지

1,495,000

앵정소학교

2,258,000

고등여학교

1,526,090

앵정정
(중구 인현동)
남산정3정목
(중구 남산동3가)

신정유곽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신정일대 도로망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었다. 앞서 1909년도에 경성 일본인거류민단 주도로 신정에서부터 동사헌
정(장충동 1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수되었으며57) 신정유곽의 범위가 확장된
1912년과 1925년 사이에는 서사헌정(장충동 2가)과 연결되는 부분(신정 동남부 유
곽 및 주거지 주변)에 2개의 도로가 개수되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는 신정의 가구
(街區)가 격자형으로 구획되는데 이는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신정
과 서사헌정 필지들이 분필되면서 주거지로 조성된 결과58)이다.
56) 국역 경성부사 2권, 경성부, p.798-799
57) 국역 경성발달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p. 299
58) 주거지로 조성되기 이전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필지 현황은 다음과 같
다. 신정 18-1, 18-3, 18-6, 18-8, 18-9, 19-3 및 서사헌정 178-4, 178-5, 180,
181-1, 183-1 등 총 11개 필지(출처: 경성부 지적목록, 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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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경성부 관내도(1917년)에 필자 작업

그림 23. 경성부 관내도(1925년)에 필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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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경성시가도(1927년도)에 필자 작업

1940년도 폐쇄지적도를 보면 1920년대 중반에 조성된 신정 동부 주거지 필지가
더욱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성부지적목록(1927년)상의 대지 필
지와 1940년도 폐쇄지적도상의 대지 필지를 비교해보면 1927년과 1940년 사이에
22개 필지가 추가적으로 생성되어 신정유곽 내 주거지 용도의 필지가 총 28필지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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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1927년 경성부 지적목록과 1940년 폐쇄지적도를 통한 필지 비교
18번지

19번지

18-1

19-3

합계

18-3
1927년도
경성부 지적목록

18-6

6필지

18-8
18-9

1940년도
폐쇄지적도

18-2

19-1

18-7

19-4

18-12

19-5

18-16

19-6

18-23

19-11

18-25

19-14

18-26

19-16

18-27

22필지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6

- 46 -

또한 일제강점기 신정일대 지도와 폐쇄지적도를 살펴보면 신정 17-7번지와
18-33번지 일대 사이를 쌍이문동천(雙里門洞川)이 가로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당시 남산에서 발원해 묵정동·쌍림동을 지나 청계천으로 흘러들던 쌍이문동천은
신정유곽과 신정 18번지, 19번지 및 서사헌정 178번지 일대에 새롭게 조성된 주거
지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였다. 당시의 주거지에서의 유곽 방향으로의 경관을 유추
해보면 신정 대로변을 마주보고 유곽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는 신정유
곽 건물의 뒷부분만이 보였을 것이며 그러한 경관 이전에 천변이 눈에 들어왔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신정 동부 주거지 조성과정에서의 필지분할(1940년도 폐쇄지적도에 필자 작업)

하천에 의해 가구가 분리되는 양상은 1912년에 조성된 대화신지와 기존 신정유
곽 필지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29년 제작된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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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城府一筆每 地形明細圖)를 보면 신정 8번지, 9번지와 신정 12번지, 13번지 사이
에 위치한 하천에 의해 필지구획이 나뉘며 상대적으로 대화신지 필지들이 기존 신
정유곽 필지들보다 필지면적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대
화신지 필지들(6번지, 8번지)은 세장형 필지로 조성되어있는데 이는 가로변에 최대
한 많은 유곽 및 상점을 분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1929년도 신정 5번지, 6번지, 8번지, 9번지(출처: 박현, 2015, p.44)

1920년대에 이르면 신정유곽 토지소유자의 변동 또한 일어난다. 신정유곽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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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에는 신정유곽 필지들이 경성거류민단 또는 십팔은행 전무이사이자 경성지
점 지점장이었던 아다치 타키지로(足立瀧二郞)에 의해 소유되었고 유곽 운영업자들
이 이들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던데 비해 1927년 경성부 지적목록을 살
펴보면 신정 6번지일대(6-1외 8필지), 8번지일대(8-1외 4필지), 9번지일대(9-1외 4
필지)의 소유자들이 1명(6-3번지, 6-11번지 소유)을 제외하고 각각 1필지씩만 소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유곽이 위치한 필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유곽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광복 후 필동·묵정동의 도시조직 변화
1. 적산가옥 및 관사 민간에 불하
광복 후에 서울이 맞이한 도시문제는 서울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택문
제였다.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동포들이 서울로 유입되고 돈을 벌기 위해 서
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턱없이 부족
하게 되었고 결국 서울 시민들 중 반절 정도가 판잣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
시 서울에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이 관리처에 등록된 것만 하여도 2만6천
호가 있었으나 소유권이 불분명해 자칫 사람들간에 적산가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
이 벌어질 소지가 많았다.59) 이에 정부는 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적산가옥을 관리
하면서 사회가 안정되기 전까지 적산가옥의 매매를 허락하지 않았었다. 해방 이후
적산가옥을 둘러싼 사회문제 중 하나는 부유층과 서민의 갈등이었다.
당시 상황을 나타낸 1948년 12월 11자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적산가옥들이 어
느 특수 계급자와 권력자에 한하여서만 이중 또는 삼중으로 점거되어있고 무주택자
59) 1947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서울시에 등록된 전재민 세대수가 20,824세대로
서 이들에게 적산가옥 1호씩을 제공한다 하여도 5천여호가 남을 수 있었으나 적산가옥
쟁탈전이 벌어짐에 따라 정부가 적산가옥 매매를 금했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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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방 한 칸에 들어가기도 어려워 노숙을 하는 상황이므로 국회의원 조종승 외
11명의 의원들이 무주택동포에게 적산가옥 재분배를 건의하는 안을 제출했다는 내
용이 나와 있다. 여러 정황 상 적산가옥들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돌아
가는 것이 타당했으나 광복 후 서울시의 행정체계가 불명확하여 일일이 주거소유
현황을 확인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도
추가적으로 적산가옥을 점유하여 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60) 이러한 상황은
적산가옥 1호에 전재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사회
가 안정화된 후 적산가옥은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게 되거나 적산가옥이 위치한
토지 1필지를 분필하여 각각의 세대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61)
광복 후에는 일제강점기 민간 소유 적산가옥 외에도 정부 소유가 된 일제강점기
총독부 관사들 또한 민간에 점차 불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일제강점기 일
본인 거주지이자 관사가 밀집해있었던 필동, 예장동, 남산동, 회현동 등 남산 일대
다수의 필지들이 세분화된 필지로 분필되었다.

2. 무허가 주택문제 확산 및 불량주택 양성화계획
적산가옥과 관련된 문제 외에 무허가 주택 문제 또한 심각하였다. 구체적으로 무
허가 주택이 급속도로 확산된 시점은 6.25 전쟁 이후였다. 6.25 전쟁을 통해 서울
시 내 19만 동의 주택 중 절반가량이 폭격이나 화재의 피해를 입게 되자 서울의
주거지 부족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국 판잣집으로 대변되는 무허가 불량주택
지가 기존의 서울 변두리 및 다리 밑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마구잡이로 들어서게
되었다.62)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판잣집이 지형에 상관없이 산지 주변에도 다닥

60) 적산은 점차 어떻게 처리되나!, 1948년 10월 3일자. 동아일보
61) 강홍빈, 1999. 06, 서울 도심공간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 서울시정연구 제7권 제1호 p.
10
62)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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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 붙은 형태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판잣집들은 소방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화재
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띄었다. 실제로 1966년 1월 18일 남산동 산지 무허가주택
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2명, 이재민 3,000여명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서
울시는 무허가주택의 화재 취약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
다. 1966년 3월 신임 서울시장이 된 김현옥 시장은 1967년 6월 서울시 내 13만 7
천동의 무허가 건물을 3년 안에 철거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1968년에 제방, 도로예
정부지, 공사부지, 고지대 및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들어선 무허가 불
량주택의 일부를 양성화해주는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63) 당시 시에서 발표한 불량
주택 양성화 건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새로 짓는 건축물의 건평은 15평을 최저로 할 것
2) 지붕은 기와나 슬레이트로 하되 반드시 유색으로 할 것
3) 벽체는 시멘트블록 또는 시멘트벽돌로 할 것
4) 굴뚝은 네모지게 쌓아올릴 것

하지만 점차 불량주택 양성화사업이 지구 내 공공시설의 개선없이 주택개량에만
치중하여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주택개량사업이 1972년에 추진되었다. 당시 서울시가
현지개량기본방침으로 추진한 주요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5평 미만의 필지는 이웃끼리 두 필지씩 합병하여 연립주택건립 장려
2) 현재 불량건물 지역 안에 5%에 불과한 도로율을 기존 도로망에 따라 14%선까지
확장
63) 서울시는 1966년 말 이전에 등록된 무허가 불량주택 중 일부를 개량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허가 불량주택을 양성화하는 계획을 1968년 4월 발표하였는데 본 계획에 의하면
67~68년도 사이에 등록된 불량주택은 강제철거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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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내에 여유가 많은 곳은 어린이공원, 노인정 등의 시설조성 장려
4) 도로계획에 걸려 철거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따로 지구 안에서 철거민 이동계획을
마련하고 이동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

그림 27. 남산동 무허가주택(1966년)

그림 28. 인현동 무허가주택 정리(1968년)

3. 광복 후 필동 내 불량주거지 정비계획
필동은 본래 조선총독부 소유의 국유지가 밀집해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
후에 별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없이 정형화된 토지분할이 이루어지기 용이하였다.
필동의 가로망은 기존의 도로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구획된 필지가 맹지가
되지 않기 위해 접근도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
본인 거류민단 및 조선총독부가 필동 내 가로망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도
로 조성은 주로 대형필지가 분할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도로 중 폭이
협소하여 소방도로로 사용되기 힘들었던 도로는 확폭이 이루어졌으며 확폭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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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마을 내 위치하던 묵사동천이 복개되기도 하였다. 광복 후 필동의 필지변
화에 영향을 끼친 도시계획으로는 불량주거지 양성화계획 및 필동재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에서 정한 양성화계획을 살펴보면 성동구(9,600여동)와, 성
북구(8,400여동)가 무허가주택을 제일 많이 소유한 자치구였으며 옛 남촌의 행정구
역이 다수 포함된 중구에서는 필동2가 120-3, 120-4번지와 예장동 산 2의1, 5의
26번지에 있던 총 586동의 무허가주택이 서울시의 불량주택 양성화계획에 포함되
었다.64)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필지는 일제강점기 조선 헌병대사령부가 소유하고
있던 필동2가 84-1번지 일대였다. 84-1번지 필지 중 가로와 접한 지역에는 광복
후 158동의 무허가주택이 들어서게 되었고 해당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30여동을
신축하는 재개발계획이 1968년 발표되었다.65)

표 13. 필동 내 주거지 관련 도시계획 이슈(1968년-1972년)
지번

관련계획

계획발표년도

특이사항
무허가건물 158동을 철거(대지면적 2,564

필동 2가
84번지일대

필동 재개발사업

1968년 1월

평)하고 주택 30여동 신축
민간자본 1억 3500만원 투입(민간자본유
치사업)

필동 2가

남산 주변도로

134번지일대

계획선 변경

1969년

남산 주변도로 건설 과정에서 필동 2가
134번지일대 10여가구의 주택 철거
광복 이후 13,230평의 남산 공원용지에

필동 3가

무허가불량주택

62번지일대

양성화

1971년 6월

무허가주택이 들어서게 됨.
현재도 해당 부지에 무허가주택이 위치하
고 있음

필동 3가

무허가건물

27번지일대

현지개량사업

1972년

무허가건물 현지개량사업 시범지구로 지
정되어 정비 실시

64) 경향신문, 1968년 4월 29일, 3만5천동 양성화
65) 동아일보, 1968년 1월 11일, 필동재개발사업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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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재개발계획이 발표되고도 시행되지 못하여 불량주택양성화 계획으로 변경
된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필동3가 62번지 남산기슭 공원용지에는 1970년 당
시 500여동의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였으며 본래 이 일대에 재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으나66) 시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해당 주택들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1970년대 초에 공원용지에 위치하였던 무허가 주택들은 아직도 지번
이 불분명한 상태로 지역에 남아있다.

4. 광복 후 필동 도시조직의 변화
필동의 주거지 도시조직은 상당
부분 일제강점기 시절 대형필지였
던 국유지가 광복 후 다수의 필지
로 분할되면서 변화되었다. 구체적
으로 일제강점기 때 2,604평의 국
였던 대화정3정목 39번지(그림 22
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필지)가 광
복 후 39-1, 39-5, 39-7, 39-8,
39-21, 39-22, 39-23, 39-24 등
24개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분

그림 29. 일제강점기 대화정 3정목 39번지일대

할된 필지를 기존가로와 연결하는 이면도로가 조성되었다. 필지 형태는 일반적으로
정방형 필지 형태를 띄었고 새로 조성된 주거지로의 접근도로는 T자형 도로 형태
로 조성되었다.
새로 조성된 가로의 교차지점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한 가각전제67)
66) 중앙일보, 1970년 5월 5일, 남산기슭 필동3가 1만3천평 공원용지 해제승인요청
67) 가각전제는 일제강점기 때 전차의 운행과 회전을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차량통
행이 많은 교차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광복 이후이다. 참고로 가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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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되었다. 39번지 인근 대로
변의 민간 필지들 또한 광복 이후
에 1필지당 3~4필지로 분필이 되었
고 일정한 규격에 따라 가로장방형
(가장형) 또는 세로장방형(세장형)
필지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일제강
점기 때 국유지로 사용되었던 필동
2가 82번지와 84번지도 광복 후
다수의 필지로 분필되면서 주거지

그림 30. 필동 3가 39번지일대

가 조성되었으며 새로 조성된 주거지 연결도로는 통과교통을 배제할 수 있고 진출
입에 편리한 루프형 도로형태로 조성되었다.

그림 31. 광복 이후 필동 2가 84번지 주거단지 형태

제는 1979년 5월 21일에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의 제13조에 의해서 제도화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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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광복 이후 필동 2가 82번지 주거단지 형태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필동3가 62번지는 광복 이후 62-1, 62-2 등 총 39개
필지로 필지 분할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62번지 일대에서 남산공원용지에
인접한 지역에 무허가주택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필동로와 접한 지역에는 건평

그림 33. 62-15번지 주변 무허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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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0평형 필지가 정방형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외 필지분필 후에 제일 큰 면적을 차지했던 62-13번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별
장이 위치하였으며 이후 70-80년대에는 한진영화사 사옥 그리고 이후 스리랑카 대
사관이 위치하였다. 해당 필지는 현재 건평 900평의 라비두스 웨딩홀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필동3가 62번 필지는 필지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규모 필
지와 대형 필지가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동3가 62번지 반대편의 57번지, 58
번지, 59번지, 60번지는 건평 25-30평형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해당 필지들
에는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해당 상점들은 주변에 필동로가 건설되면서
도로용지인 필동2가 61-16번지와 합병되어 없어지게 된다.

그림 34. 필동 2가 62번지일대 필지분할(1945년-1978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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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관사로 사용되던 필지 중 일부는 분할 이후에도 주변의 필지에 비
해 넓은 면적을 지녔는데 이러한 필지들에는 영화관(충무로 대한극장, 1956년 개
관), 사무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국
유지와 관사로 사용되던 대형필지인 19번지가 광복 후 19-1, 19-2, 19-3

등 28

개 필지로 분필되었으며 19번지 인근의 국유지 20번지와 78번지도 각각 광복 후 8
개 필지(20-1, 20-7, 20-9, 20-8, 20-3, 20-2, 20-5, 20-4) 및 7개 필지(78-2,
78-3, 78-5, 78-6, 78-7, 78-8, 78-9)로 분필되었다.

그림 35. 1940년 대화정2정목 19번지일대

그림 36. 1978년 필동2가 19번지일대

20번지에서 분필된 필지의 일부는 이후 퇴계로와 퇴계로36길을 연결하는 필동로
가 1996년에 조성되면서 소필지 또는 소규모 부정형 필지로 남게 되며 결국 이러
한 필지들은 합필되어 해당 필지에 주차장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필
동로 건설로 인하여 필동2가 74-14번지 및 75번지 일대 가구는 부정형의 가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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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띠게 되고 추가적으로 가구 50m 반경에 4개의 도로가 지나가 교통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필동2가 75번지는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들로 인해 예
각필지 형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필지 내 건물이 건축된 뒤 남은 공간은 부
정형 형태를 띠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공간은 이후 주차장으로 활용되게 된다.

그림 37. 필동로 건설로 인해 필지가 잘리게 된 20-4번지,
20-5번지 일대(1978년 폐쇄지적도에 필자 작업)

필동2가 75번지와 마찬가지로 필지 주변에 도로가 건설되어 부정형 필지로 남게
된 필동3가 30-2번지도 건물 건축 후 남은 공간이 부정형 형태를 띠었고 결과적으
로 이러한 공간이 파고라 및 벤치가 위치한 휴식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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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필동로 건설 후 필동2가 20-2번지,
필동3가 30-2번지 필지 변화(1996년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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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필동2가 20-2번지 주차장 정면

그림 40. 필동2가 20-2번지 주차장 측면

그림 41. 필동2가 75번지 건물 정면

그림 42. 필동2가 75번지 건물 후면

그림 43. 필동3가 30-2번지 주변현황

그림 44. 필동3가 30-2번지 외부공간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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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 내에서 필동로 건설로 인해 필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결과로 발생한 필
지 내 부정형 공간의 특수한 공간 활용이 나타나는 필지는 다음과 같다.

표 14. 필동로 건설 이후 필지, 건축물, 건물 외부 공간의 변화 특징
필동 2가
20-1번지

근린생활시설

필지 합병 無

(지상 5층)

1997년

건물 왼쪽 공간
주차장으로 사용

필지는 합병 되지
필동 2가

않았으나 필동 20

20-2번지

-2번지 등 4개 필

주차장

1998년

특이사항 無

지가 공동개발됨
필지는 합병 되지
필동로

필동 2가

않았으나 필동 76

75번지

-1번지, 77-4번지
가 공동개발됨

주변
필동 2가
32-11번지
필동 3가
30-2번

필동 2가
19-22번지

1978년에

29-11,

29-12 등 8개 필
지가 합병됨
필지 합병 無

필지 합병 無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9년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
마을부대시설
(지상 5층)

건물 뒤편 공간
주차장으로 사용

건물 정면부
1978년

공간 테라스로
사용

1994년

1997년

필지의 반은
휴게시설로 사용

필지의 일부는
휴게시설로 사용

앞서 언급한 필동2가 82번지는 주거지로 조성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필지가 통
합적으로 합병되면서 1978년부터 병원시설(필동 성심병원)로 이용되게 된다. 해당
필지는 이후 중앙대 필동병원을 거쳐 2004년 1월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로 사용되
게 되는데 1996년 위성사진과 오늘날 지적도를 통해 최초에 조성된 루프형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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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태를 유지한 채 건물 내 주차장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필동2가 82-1번지(1998년 위성사진)

그림 46. 필동2가 82-1번지(2016년 현재)

5. 광복 후 묵정동 도시조직의 변화
광복 후 묵정동의 도시조직에 영향을 끼친 주요 도시계획은 제1중앙토지구획정리
사업이었다. 6.25전쟁 후 서울시는 서울시 내 전쟁피해가 심각한 19개 지구68)를 토
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렇게 지정된 대상지구 중 시급히 정비
되어야 할 지구(을지로3가·충무로·관철동·종로5가·묵정동)를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로 지정하였다.
이후 1952년 3월 25일에 고시된 내무부고시 제23호에 의하여 1952년 6월 3일
사업이 착공되었다. 당시 묵정지구에는 묵정동, 쌍림동, 오장동, 충무로5가, 을지로
4,5가, 장충동2가 등이 포함되었으며 해당지구면적은 261,798m²로서 제1종 토지구
68) 당시 포함된 19개 지구는 다음과 같다. 도렴지구, 남대문지구, 관철동지구, 을지로지구,
충무로지구, 종로지구, 묵정지구, 신당지구, 왕십리지구, 신문로지구, 행촌지구, 서대문
지구, 만리지구, 도동지구, 청파지구, 원효로지구, 아현지구, 마포지구, 서빙고지구 (손정
목, 1996, 『전재복구계획 (하)』, 국토정보,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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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리사업지구 중 가장 넓
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
다.69)
묵정동에서는 일제 강점기
신정유곽으로 사용되던 묵정
동 1번지, 3번지, 4번지, 6
번지, 8번지, 9번지, 12번지,
13번지, 14번지, 17번지 등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필지들 중 필
동-신당동간 도로(폭 35미

그림 47. 1952년-1960년에 시행된 제1중앙토지구획정

터)와 인접한 필지들은 일반

리사업지구(출처: 서울시, 1990년)

적으로 세장형 필지로 조성되
었으며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
(묵정동 30-9번지 일대)는 정방
형 또는 세장형 형태의 필지로
조성되었다. 1956년 필동-신당
동간 도로가 건설되면서 일제
강점기 신정 4번지 필지가 일
부만을 남기고 없어지게 되었
다.
이후 묵정동에서는 27번지와
28번지 사이의 기존도로를 제

그림 48. 1936년 대경성정도상의 신정(新町) 일부

69) 정부는 토지구획정리 후 정리지구 주민들에게서 구획정리분담금을 징수하였는데 묵정지
구 주민들에게는 평당 1,206원 89전이 부과되었다. (조선일보, 1957년 12월 15일자, 구
획정리 끝난 지구민에 부과, 묵정동엔 평당 1천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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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추가
적으로 건설되었다.70) 토지구획정
리사업 이후에는 지번정리도 실시
되어 일제강점기 신정 6번지, 8번
지, 9번지는 각각 묵정동 30번지,
27번지, 28번지로 변경되었다. 묵
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용에서
는 충무초등학교 설립(1959년 개
교)도 포함되어있었다. 충무초등학
교는 묵정동 17-1번지(일제강점기
경성학교조합 소유)와 장충동2가

그림 49.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의 묵정
동 필지분할 현황

174번지(일제강점기 국유지)를 합
병한 필지에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에 197동의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여 이
를 철거한 후에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된다.71)
1940년대 신정 22번지였던 필지는 광복 후 22번지 주변의 필지들과 이질적인 형
태로 조성되었다. 1973년도 위성사진을 통해 당시 묵정동의 가구(街區)72)분할을 살
펴보면 22번지 외 다른 가구들은 일반적으로 격자형 패턴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에 비해 22번지는 가구의 형태가 부정형이면서 가구 내 필지의 방향이 제각
각이고 주택과 면하는 도로 또한 부정형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 경향신문 1956년 1월 14일자, 새로운 간선도로
71) 1957년 10월 5일, 조선일보, 『경찰관들과 충돌, 묵정동 판자집 주민』
72) 가구는 가로와 가로 사이를 차지하는 일단의 부지로 정의되며 보통 10~20여 개의 필지
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게 된다.(정인하, 서울강남 도시블록의 필지구획 패턴
에 관한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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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940년 폐쇄지적도상의 신정 22번지
일대

그림 50. 1940년 폐쇄지적도상의 신정

그림 52. 1962년 폐쇄지적도 상의 묵정동 22

동남부 지역

번지

또한 1973년도 위성사진과 1940년대 폐쇄지적도를 비교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주
거지로 조성되었던 신정 18-29번지, 18-33번지, 18-34번지 필지는 유곽으로 사용
되던 신정 17-7번지와 합병된 후 묵정동 25번지로 지번이 변경되고 이후 묵정동
25번지에는 격자형 토지구획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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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묵정동의 가구구획(1973년 2차 촬영,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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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한성(서울)의 주거지 기능을 하였던 필동, 묵정동의
도시조직이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조직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형필지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에 필동, 묵정동에 대형필지가 형성된 배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필지가 변화해간 양상을 살펴보았다.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시대적 구
분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시대적 구분은 최초의 지적도
가 제작된 1912년과 폐쇄지적도가 남아있는 1940년, 1978년 그리고 위성사진을 통
한 변화분석이 가능한 1996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필동의 대형필지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소유하던 국유지로서
헌병대사령부시설 또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관리들을 위한 관사로 사용되거나 민
간개발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나중에 민간에 되파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
외에 남산과 인접한 부근에 부유한 상인들이 소유했던 대형 필지가 세부적으로 분
필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때 필동 내 주거지 건설이 남산
인접부분까지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7년 이후 필동 주거지 내에서
발견되는 쿨데삭 도로와 정형화된 필지 분할을 통해 당시에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
성이 실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묵정동의 대형필지는 1904년 신정유곽의 조성을 통해 발생하였고 1920년대 이후
신정유곽 내 민간인 소유 일부 대형필지는 정형화된 세장형 필지로 분필되었다. 이
러한 사항과 당시 신정 내 토지소유자들의 세분화를 통해 신정유곽의 영역이 확장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정 내 일부 대형필지가 격자형 패
턴의 주거지로 조성되며 1940년대에 이르러 해당 주거지의 분필이 더욱 세분화되
었다. 이를 통해 묵정동에서도 필동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이 실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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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필동의 국유지 소유 대형필지는 여러 필지로 분필되면서 주거지, 업무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거주민들의 편리
성을 고려한 루프형 도로형태가 도입되었다.
광복 후 묵정동의 대형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격자형 패턴의 주거지로
조성되며 일제강점기 전매국 인쇄공장이 위치해 있던 묵정동 1-2번지 대형필지는
원형 필지 그대로 제일병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성학교조합이 소유하
던 묵정동 22번지 대형필지에는 광복 후 주변의 가구형태와 순응하지 않는 형태의
소형 필지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러한 필지들은 필지합병이 일어나지 않고 현재까
지 해당 필지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필동, 묵정동에
존재하던 대형필지가 지속적으로 분필되는 과정이 도시의 사회적 기능과 도시경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특정 대형필지들이 주거단지 내
세부 필지로 분필되는 과정에서는 단지계획적 특성이 일정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단
지계획사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도 도출되었다.
이 외에 1956년 건설된 필동-신당동간 도로와 1996년에 건설된 필동로를 통해
필동·묵정동 일부 지역에 예각필지가 형성되며 이러한 필지 중 소규모 필지들은 합
병되어 새로운 용도의 건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로 사용되고 남
은 부정형의 공간이 주차장 또는 편의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필동, 묵정동의 역사적 주거지 및 도심 주거지로서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은 일제강점기 이래로 각각 점진적, 급진적 변화를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필동은 일제강점기 이래로 기존 한옥 가옥들이 철거되면서 일본식 가
옥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러한 일본식 가옥들이 다시 철거되면서 새로 조성된 연립
주택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지역에서 역사적인 흔적을 느끼
게 하는 건축물들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하여 지역에서 역사적 정체성이 희미
해진 것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1912년도 지적원도와 1940년도 폐쇄지
적도를 통해 확인되듯이 오늘날에도 100년 전의 가로형태와 필지형태가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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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아있는 곳을 필동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동의 주거지로서의
정체성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묵정동은 기존 조선
시대 주거지가 유곽의 설립과 함께 사라지면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광복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지로서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시조직적 측면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 100년 동안의 필동, 묵정동 지역 도시조직 변화과정을 대형필
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도시조직의 특성 및 변화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지와 건축물간의 관계 또한 살펴보아야하나 자료수집의 한계
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한 필지의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같은 문서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본 논문에서는 1912년 경성부 토지조사부 및 1927년 경
성부지적목록만을 참고하는데 그쳤다.
이 외에도 도시조직의 변화를 일으킨 정책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
기와 광복 이후 필동, 묵정동의 도시조직 변화를 살펴본 본 연구가 옛 도시조직의
변천과정과 변천배경에 대한 논의, 도시조직 변화로 인한 경관 변화 해석의 범위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기대해본다.

- 70 -

참고문헌
단행본

가와무라 미나토, 2004, “한양·경성 서울을 걷다”, p.118-119
김기호 외, 2003,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
소
이종묵 저, 2006, 『조선의 문화공간 3권』, p.119
홍성철, 2007, “유곽의 역사”, p.84
서울시, 1990, 『서울토지구획백서』
서울시, 2012, “명동 어제와 오늘”, 제21기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자료집, p.13-1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0, 『국역 경성발달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3, 『국역 경성부사 제2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6, 『국역 경성도시계획조사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 중구문화원, 2009,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서울시 중구청, 2009,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p.136-139

연구논문

강홍빈, 1999, “서울 도심공간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 서울시정연구 제7권 제1호,
p.10
김종근, 2003, “서울 中心部의 日本人 市街地 擴散: 開化期에서 日帝强占 前半期
까지(1885년~1929년)”, 서울학연구 제20호

- 71 -

김종근, 2011, “식민도시 경성의 유곽공간 형성과 근대적 관리”, 문화역사지리 제
23권 제1호, p.120
민현석, 2010, 서울 사대문안의 역사적 도시조직의 변화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1권 제3호
박찬승, 2002, “러일전쟁 이후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확장 과정”, 지방사와 지방문
화 제5권 제2호, p.135-136
손세관 외. 1996, “가로체계 및 필지조직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도시조직 변화과정
에
손정목, 1996, “전재복구계획(하)”, 국토정보 181, p.135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31권 3호
왕현종, 1998,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 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 서
울학연구 10권, p.4-7
유승희, 2012, “1920-1930년대 경성부 주택문제의 전개와 대책”, 아태연구 제19권
제2호, p.134-135
유승희, 2012, “근대 경성(京城) 내(內) 유곽지대(遊廓地帶)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
화 1904년~1945년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2권, 경남사학회, p.167-169
정인하, 2012, “서울강남 도시블록의 필지구획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권 5호
조준범 외, 2003, “필지 분합을 통해 본 서울 북촌 도시조직의 변화연구”, 대한건
축학회지 제19권 제2호
진영효 외, 2009, “서울 도심부의 역사적 도시형태 변화유형과 특성”, 한국도시설
계학회지 제10권 제1호

학위논문
김명숙, 2004, “일제시기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 72 -

학위논문
박현, 2015, “1904년-1920년대 경성 신정유곽의 형성과 공간적 특징”,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심경미, 2009, “20세기 종로의 도시계획과 도시조직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정수인, 2005,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최동혁, 2005, “서울 남촌지역 가로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기타
경성부, 1912, 경성부 토지조사부
경성부, 1927, 경성부 지적목록
경성부, 1917, 경성부 관내도(경성부부세일반)
경성부, 1925, 경성부 관내도
경성부, 1927, 경성시가도
경성부, 1936, 대경성정도
경향신문 1956년 1월 14일자, “새로운 간선도로”
경향신문, 1958년 7월 20일자, “묵정동사창굴 단속했으나 무위”
경향신문, 1968년 4월 29일자, “3만5천동 양성화”
동아일보, 1948년 10월 3일자, “적산은 점차 어떻게 처리되나”
동아일보, 1968년 1월 11일자, “필동재개발사업 기공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사진으로 보는 서울 2권
서울시 중구청, 1940년, 1962년, 1964년도, 1978년도 필동, 묵정동 폐쇄지적도”
정재권, 2015, 메모리인 서울, 판자촌 관련 인터뷰, 기억수집가 김초롱
조선일보, 1957년 12월 15일자, “구획정리 끝난 지구민와 부과, 묵정동엔 평당 1천

- 73 -

여원”
조선일보, 1957년 10월 5일자, “경찰관들과 충돌, 묵정동 판자집 주민”
중앙일보, 1970년 5월 5일자, “남산기슭 필동3가 1만3천평 공원용지 해제승인요
청”
Jeremy W. R. Whitehand, 2007, “Conzenian Urban Morphology and Urban
Landscapes”, 6th International Space Syntax Symposium

인터넷자료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 서울의 산 남산의 경승과 명소
(http://www.seoul.go.kr/life/life/culture/index.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총독부제령 제5호 은행령 제3조
(http://law.go.kr/lsInfoP.do?lsiSeq=65056#000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침략 하 한국 36년사, 2권
(http://db.history.go.kr/)
1973년-1996년 위성사진,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 74 -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Urban Fabric
in Pil-dong and Mukjeong-dong,
Residential Area of Nam-Chon, Seoul

Oh, Jaei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sed spatial change of Pil-dong and Mukjeong-dong
which was part of the Nam-Chon, historic village of Seoul. The research
looked into historic background that resulted change of urban fabric
especially plot and street. Considering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temporal scope was divided into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period after
1945 Liberation.

Spatial change of Pil-dong was first appeared after

territory of Japanese Settlement in Seoul expanded to Pil-dong. Change of
urban fabric in Pil-dong was mainly confirmed from 10-bunji, 21-bunji,
25-bunji, 69-bunji, 78-bunji, 79-bunji in Daehwajung 3-jungmok. Social
factors that affected urban fabric change in Pil-dong was housing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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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and low population density in Daehwajung 3-jungmok.
Spatial change of Mukjeong-dong was resulted from development of
Shinjeong Red Light District. As necessity to expand territory of Shinjeong
Red Light District was raised, farm and forest land in Shinjeong changed in
to red light district. Moreover, 3-bunji, 6-bunji, 8-bunji, 9-bunji which
were originally large plots of Shinjeong divided into deep and narrow plots
and used as red light district. Between 1925 and 1940, plots located in
southeast part of Shinjeong were divided into several plots in order to
develop residential area.
After the 1945 Liberation, large plots in Pil-dong originally used as
national lan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divided into several plots.
This division was intented to build residential buildings and neighboring
facilities. Since housing shortage crisis lead to proliferation of unauthorized
housing,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plan to authorize deteriorated
houses were implemented in Pil-dong. Change of urban fabric was occurred
in the process of adopting systematic site planning which was applied to
make comfortable residential area. Beside division of large plots, some plots
were merged with plots which were functioned as street or even changed
its uses to street. This was intended to widen the width of street and
construct new street, however, in some cases, it resulted creation of
non-rectangular block. Special cases of using non-rectangular space in a
effective way was also founded in this research.
After the Korean war, part of Mukjeong-dong was designated as No.1
Land Readjustment Project District.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many plots in Mukjeong-dong were divided into several plots in a
uniformed shape. Those plots which were not designated as Land
Readjustent Project District remained as heterogeneous plots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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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ed plots nearby.
This research attempted to find out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which
affected change of urban fabric in Pil-dong and Mukjeong-dong. Ultimately,
I hope this research contribute to expanding identity and historicity of
historic urban fabric in Nam-chon and Seoul.

❙ Keywords: Nam-Chon, Change of urban fabric, Large scale lots,
Shinjeong Red Light District, Non-rectangular block
❙ Student Number: 2014-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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