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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근대 초기 유럽 제일의 대도시로 부상한 런던에서 출현

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사회경제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다. 부동산 개발은 사회경제사와 도시계획 및 건축의 역사가 교차

하는 지점에 있는 연구 주제이다. 도시 공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개발, 형성하는 데는 당대 도시 공간에 변화의 압력을 가할 수 있

는 사회적, 경제적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은 도시 개

발을 추동하는 한 종류의 힘에 대해서 중요한 역사적 전례를 남겼

다. 수익창출에 전념하는 ‘중간부류’(middling sort) 개발업자

(developer)가 도시개발을 추동한 힘을 제공한 것이다. 얼핏 보아 

무질서하게 조성된 런던 시가지의 모습은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힘을 반증하는 예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무질서’라는 말은 정

확한 표현이 아니다. 런던 시가지의 상당 부분은 개별 건물과 길

거리 단위로 제각각 개발되기 보다는 17세기 이후 특정한 주체들

에 의해 큰 규모로 일시에,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런던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17세기 초 코벤트가든과 함께 

시작되었고, 1666년 대화재를 계기로 널리 확산되었다. 1670년대부

터 169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될 부동산 개

발 ‘붐’의 시초가 되었다. 이때 개발의 주체로 나선 것은 귀족과 

지주, 법률가와 의사, 그리고 벽돌공과 목재상 같은 상공업자들이

었다. 이중 역사가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은 존재는 귀족과 지주

였다. 사회경제사와 건축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고전적 연구들은 

18~19세기에 여타 개발 사례보다 규모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귀족들의 개발 사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비교적 근래에 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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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7세기 후반부터 도시개발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 도시 상

공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다시 말해 ‘중간부류’가 일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간부류’ 출신의 개

발업자들이 대두하게 된 경제적, 사회적 토대와 맥락은 별다른 이

목을 끌지 못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17세기 후반 런던 부동

산 개발 ‘붐’을 주도하게 된 ‘중간부류’ 개발업자들의 경제적 토대

와 이해관계 자각에 주목했다. 우선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의 구조

적 개방성과 역동성은 ‘중간부류’에 속한 여러 수준의 자산가들에

게 충분한 투자 기회와 경제적 성공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개발업

자 중에는 광범위한 토지를 보유한 최상위 임차권자가 있는가 하

면 단위 택지 몇 곳만 보유한 중소규모 임차권자, 시공주(施工主, 

builder)도 있었다. 이들 사이에는 경제적 차이가 존재했으나 넘지 

못할 장벽은 아니었다. 소규모 개발업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한두 

채 시공하면서 경험과 자본을 축적하고, 보다 많은 신용을 확보함

으로써 더 큰 규모의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

라 개별 주택의 시공과정에 고용된 건설 장인들도 도급업을 확장

함으로써 개발업자로 ‘출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개발 사업의 

중층 구조 때문에 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일급의 개발업자

들 중에서는 화수분처럼 ‘중간부류’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들만큼은 아니라도 나름의 경제적 ‘향상’을 다진 중소 

개발업자와 장인들이 개발 사업 전체를 아래로부터 지탱했다.

  ‘중간부류’ 개발업자들의 경제 기반과 1670년대부터 가시화된 개

발 호황은 이들이 하나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회집단으로 부상

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17세기 후반의 부동산 개발 

호황은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개발업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16세



- iii -

기 중엽부터 런던의 인구증가와 교외지역의 도시화는 여러 집단으

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왕실은 통치 질서를 명분으로 건물 

신축을 금지함으로써 도시화를 저지하고자 했고, 지방과 런던 시

(City of London)는 인구 유출 및 지대소득 감소를 이유로 교외지

역 도시화를 비난했다. 1666년 런던 대화재로 인해 교외지역의 도

시화가 더욱 진전되고 도심 재건이 지연되자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견해들은 현실적 당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1670년대 동안 의회에서 런던 인근의 건물 신축 금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1670년대 중반 이후 교외지역의 부동산 개

발 ‘붐’이 가시화되자 부동산 개발로부터 이윤을 얻는 집단이 직접

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의회 논쟁은 부동산 

개발의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의회 안팎에서 적극

적으로 주장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은 건

설업과 도시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통치 질서를 강화했고, 

농촌과 런던 시가 주장한 ‘쇠락’은 개발과 무관했다. 

  다른 한편 개발업자들의 이해관계는 기존 주민들이 ‘태고’부터 

누려온 권리와 충돌을 빚기도 했고, 이는 개발업자들의 활동이 ‘정

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난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부터 널리 출판되기 시작한 부동산 투자 책자들은 수학적 규칙과 

이성의 작용을 앞세워 부동산 투자의 원리를 규명하고, 수익 창출

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도시 주택의 경우에는 각종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수익률도 합당한 것으로 제시되었

다. 이러한 관점은 투자 책자들에서조차 17세기 초까지 고(高)이율

을 ‘고리대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경계심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처럼 1670~80년대를 거치면서 ‘중간부류’ 출신의 크고 작은 개

발업자들은 도시 공간 형성을 주도하는 경제 집단으로 대두했고, 

사회적, 제도적 제약을 극복하는 가운데 동일한 이해관계를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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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하는 사회세력으로 부상했다. 18세기 이후에는 대토지를 보유

한 귀족들이 개발 사업을 주도했지만 이들의 협력자이자 개발 사

업의 실질적 수행자로서 다수의 ‘중간부류’ 개발업자들은 이후에도 

계속 건재했다. 17세기 후반의 논쟁 이후 그들은 큰 사회적, 제도

적 제약 없이 수익창출을 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

척해나갔던 것이다. 

주요어 : 런던, 부동산, 도시 개발, 개발업자, 건설업자, 중간부류, 주택, 

17세기, 도시사, 사회사

학  번 : 2010-22957



- v -

목     차

I. 서론 ··············································································   1

II. 대규모 부동산 개발의 출현 ···································  6
1. 17세기 런던의 인구증가와 도시의 확대 ························  6

2. 런던 교외지역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  10

III. ‘중간부류’ 개발업자의 대두 ·································  18
1. 두 부류의 개발업자 : 귀족과 ‘중간부류’ ······················  18

2. ‘중간부류’ 개발업자의 토대 : 건설업의 중층 구조 ····  25

IV. 개발업자의 결집과 이해관계 주장 ·····················  32
1. 왕실, 지주, 런던의 신축 금지와 개발업자의 반론 ······  32

2. 수익창출의 정당성 주장 ····················································  41

V. 결론 ··········································································· 47

참고문헌 ········································································· 50

Abstract ··········································································· 61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1] ····················································································  12

[그림 2-1] ····················································································  15

[그림 2-2] ····················································································  15



- 1 -

I. 서론

  오늘날 영국 런던은 파리, 뉴욕만큼 도시경관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닐 

것이다. 장려한 궁궐과 마천루처럼 눈길이 가는 곳이 유난히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런던 도심에 촘촘히 자리를 틀고 있는 ‘광장’과 

이를 둘러싼 서너층 높이의 나지막한 벽돌 건물들은 사뭇 평범한 모양에

도 불구하고 그 어떤 건축물, 도시경관 못지않은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다. 고유명사 ‘스퀘어’(square)로 불리는 런던 ‘광장’과 인근 건물들은 17

세기부터 상공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도시 ‘중간부

류’(middling sort)에게 막대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퀘어를 중심으로 펼쳐진 런던 시가지는 한 때 탄성의 대상이었다. 

‘광장’들은 17세기 이래 수 세기 동안 열린 녹지공간으로 기능하여 주민

들에게 충분한 채광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했다. 이처럼 푸른 ‘광장’과 이

를 둘러싼 격자무늬 도로망, 밤새 불을 밝히는 가로등, 고전적 풍모의 연

립주택(terraced house, 聯立住宅)은 부러움을 샀다. 18세기에 이르러 런던

은 문명의 정점에 있는 도시로 여겨졌다.1) 런던 사람들도 일찍이 이 점

을 잘 알고 있었다. 최초의 스퀘어는 1630년대에 건설된 코벤트가든

(Covent Garden)이었는데 희곡작가 리처드 브롬(Richard Brome)은 그곳의 

전경을 한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여기 이것이야말로 완연한 건축술입니다! 귀족과 젠트리에게 알맞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 (...) 저기 저 장려한 작품―저 피아차(Piazza)는 베네치아의 그곳을 뛰어넘고야 

말 것이에요! 주워듣기로는 말이지요(그곳에 가보진 못했거든요). 저런 위대한 작품의 

추진자, 구상자(projector), 조장자들의 두뇌와 명예, 부(富)에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2)

  그러나 런던 ‘광장’들은 베네치아를 비롯한 유럽 대륙의 광장과 기능

1) Roy Porter, London : A Social History (London: Hamish Hamilton, 1994), 93-95, 144.
2) Richard Brome, The Weeding of the Covent Garden (1659), Richard Brome Online, 

accessed December 21, 2017,  
https://www.dhi.ac.uk/brome/viewTranscripts.jsp?play=CG&act=1&type=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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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랐다. 그곳은 공중의 소통, 교역, 집회를 위한 곳이 아니었으며, 인

근에 같이 개발된 주택들로 유복한 세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유지에 조

성된 공간이었다. ‘광장’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수익창출의 주체는 때로는 토지의 상속자였고 때로는 토지에 대한 권리

를 ‘쟁취’한 사업가들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을 기획하고 추진한 개

발업자(developer)들은 각개각층의 사람들을 사업의 이해관계 안으로 끌

어들였다. 개발업자들은 토지를 여러 단위로 분할하여 30~60년 기간 동

안 시공주(施工主, builder)들에게 장기 임차했고, 임차인들은 장인

(craftsman)들을 고용하여 건물을 세웠다.3) 개발업자의 주도 아래 시공주, 

장인들까지 가세한 스퀘어 중심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1630년대 코벤

트가든을 시작으로 런던을 점차 개발 열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런던 대

화재(Great Fire of London) 직후인 1670년대에 시작된 첫 번째 건설 ‘붐’ 

이래 19세기 초반까지 유사한 개발 호황이 반복적으로 찾아왔다. 

  토지를 상속한 귀족, 지주와 토지를 ‘쟁취’한 ‘중간부류’는 어느 시기

에나 개발업자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의 첫 번째 건설 

‘붐’에서 두드러진 점은 ‘중간부류’ 개발업자들이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상공업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대다수였던 시

공주와 장인 집단에서 대규모 개발업자로 ‘출세’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처드 브롬은 미래를 예견한 듯했다. 그의 작품에서 개발업자

로 등장한 것은 실제로 코벤트가든 개발을 선두에서 지휘한 베드포드 백

작(earl of Bedford)이 아니라 상공업자 출신으로 중간급 개발업자가 된 

가상 인물 ‘룩스빌’(Rooksbill)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일 뿐이었다. “나는 저곳의 벽과 창문에 천 파운드를 세 쌍이나 퍼 

부었다네!”4) 런던의 스퀘어는 처음부터 ‘중간부류’ 사업가들이 지닌 수

3) 이 시기 동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장인(building craftsman)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가 드물었고, 단위 택지를 개별적으로 분배(대개 임차) 받은 주체가 건설 장인을 고용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주체는 택지와 앞으로 지어질 주택 모두에 대한 임차
권을 보유했고, 이 권한을 매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공자’보다 의미가 협소하고 
건설 도급을 발주하는 주체로서의 뜻을 지닌 ‘시공주(施工主)’를 ‘builder’의 번역어로 
사용했다.

4) Richard Brome, The Weeding of the Covent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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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창출의 동기가 관여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17세기 런던의 대규모 개발 사례들은 시원적 위상 때문에 일찍이 연구

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브렛제임스(Norman G. Brett-James)는 17세기 런던

의 인구성장과 지리적 확장에 대한 개설을 집필했고, 서머슨(John 

Summerson)은 17세기 대단위 주거지 개발에 주목하여 부동산 개발의 경

제적 기반, 진행방식 그리고 건축양식을 상술했다. 한편 올슨(Donald J. 

Olsen)은 서머슨이 개별 주택에 집중한 것과 달리 부동산 개발의 도시계

획적 특징에 관심을 기울였다. 상기한 연구들은 지금까지도 17세기 런던 

도시 개발사(史)의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브렛제임스는 도시 성장 양상에 치중하여 그것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

해서는 소홀히 다루었고, 서머슨과 올슨은 대규모 개발의 사회경제적 성

격에 대해서는 논의했으나 18세기 귀족 개발업자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시기의 다른 개발 주체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소략했다.5) 

  근래의 연구자들은 17세기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관여한 여러 주체들

의 의도, 계층적 성격, 활동 내용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스머츠(R. 

Malcolm Smuts) 등은 1630년대 코벤트가든 개발을 추동한 왕실의 의도와 

개입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된 런던 서쪽 교외지역의 고급주거화

(化)를 비교적 실증적인 근거를 토대로 연구했다. 베어(William C. Baer)

와 맥켈러(Elizabeth McKellar) 등은 1660년대 이후 토지 없는 ‘사업

가’(entrepreneur)로서 부동산 개발을 추동한 비(非) 귀족 집단의 역할과 

그들의 사회적 성격, 경제적 기반 등에 주목했다.6) 스머츠의 연구는 그

5) N. G. Brett-James, The Growth of Stuart London (London: G. Allen & Unwin, 1935); 
Donald J. Olsen, Town Planning in Londo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4); John Summerson, Georgian London (London: 
Pleiades, 1945). 

6) Elizabeth McKellar, The Birth of Modern London: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the 
City, 1660-1720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Elizabeth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for Speculative Building in Late Seventeenth Century London,” Phd 
thesis, Royal College of Art, 1992; William. C. Baer, “Is Speculative Building 
Under-Appreciated in Urban History?,” Urban History 34, no. 2 (2007); William. C. Baer, 
“The House Building Sector in London Economy,” Urban History 39, no. 3 (2012); 
Philip Booth, “Speculative Housing and the Land Market in London 1660-1730: Four 
Case Studies,” The Town Planning Review 51, no. 4 (1980); D. Duggan, “’London the 
ring, Covent Garden the Jewell of That Ring’: New Light on Covent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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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안일하게 추정되었던 왕실의 중요한 역할을 실증적으로 재조명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1630년대 한 사례에 국한되었고, 개발에 관여

한 다른 주체들을 주요하게 다루지 못했다. 한편 베어와 맥켈러는 대규

모 부동산 개발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였던 ‘사업가’ 즉 부동산 개발업자

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베어는 중세 이래 도시개발의 한 

축이었던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개발업자에만 집중했고, 맥켈러는 17세

기에 새롭게 대두한 대규모 개발업자의 활동을 주목했으나 그들의 성공

을 뒷받침한 사회적 맥락을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무엇보다 맥켈러는 

한결 더 부유해진 사회집단으로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사회적 

비판과 그들이 언제, 어떻게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하나의 이

해관계를 공유, 자각하는 세력으로 결집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

지 않았다. 

  반면 이디(Caroyln. A. Edie)는 1670년대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의회 내

부의 논쟁을 다루면서 개발업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그에 대한 반론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7) 그러나 그는 의회 내 논쟁에 치중하여 자신들

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결집한 개발업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그들

이 의회 밖에서 벌인 활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개발업자에 대

한 사회적 비판 중에는 의회 논쟁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도 있었다. 다른 

한편 개발업자들이 1670년대 이후 자신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발 사업 자체의 정당성을 그들 

스스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당성 주장

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 부동산 개발에 관한 투자 책자들을 중심으로 수익창출의 기초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수학적 규칙’ 및 ‘이성’에 대한 호소를 토대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

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가 거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베어

Architectural History 43 (2000); R. Malcolm Smuts, “The Court and its Neighborhood: 
Royal Policy and Urban Growth in the Early Stuart West End,” Journal of British Studies 
30, no. 2 (1991).

7) Carolyn Andervont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and Old Interests: An Urban 
Problem of the 1670s,” Journal of British Studies 6, no. 2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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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세기 후반에 출간된 부동산 투자 책자들에 대한 글을 집필한 바 있

었지만 당대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관념과 전제사항을 분석하기보다는 투

자기법의 발전에 더 주목했다.8)

  17세기 런던에서 첫 번째 ‘붐’을 맞이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호황은 

18~19세기에 더욱 만개했다. 따라서 후대에 있었던 귀족들의 화려한 개

발 사업에 연구자들이 더 주목한 것은 일면 당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연구자들의 본의와 달리 18~19세기를 대표하는 몇 개의 도시개발 사

례가 마치 그림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귀족 가

문들이 주도한 후대의 도시개발 사례들도 구체적인 개발 방식과 사업의 

구조에 있어서는 이미 ‘중간부류’가 주도한 17세기 후반에 그 기초가 다

져졌다. 또한 18~19세기의 대규모 도시개발은 17세기 후반 개발업자들

이 적극적으로 주창한 사업의 정당성 때문에 큰 사회적 비난과 제도적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본고는 이전까지 주목을 덜 받은 17세기 

후반 런던 교외지역에서 추진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중간부류’ 출신 

개발업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목하고, 그들이 어떤 맥락에서 결집하

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정당화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17세기 런던의 성장과 새로운 부동산 개발 양

상의 출현을 개관하고, 3장에서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개발을 추동한 사

회집단의 대두와 이 과정을 뒷받침한 경제적 토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650~80년대 동안 간행된 투자 책자, 교재, 청원서, 전단지

(broadsheet) 및 법령 등을 토대로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사회적 비판의 내

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발업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제도권 안팎

에서 반론을 형성했으며 나아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구성해갔는가를 

조망할 것이다.

8) William. C. Baer, “The Institutions of Residential Development in Seventeenth-Century 
London,” The Business History Review 76, no. 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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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규모 부동산 개발의 출현

  16세기 중엽부터 100여 년 동안 지속된 잉글랜드의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은 기존 제도와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다. 생계가 어려워진 농촌 사

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 특히 수도 런던으로 몰려왔다.9) 다른 

한편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틈타 새로운 권력과 부를 획득한 지방 유력

자들도 성공의 발판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로 이주해 왔다. 이와 같은 이

주민들의 유입으로 런던 인구는 국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도시 면적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런던 서쪽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1630년을 전후해 이전과는 다른 도시개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반시설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구역에 비교

적 준수한 주택들이 일시에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1. 17세기 런던의 인구증가와 도시의 확대

  16세기 중엽부터 100여 년 동안 런던 인구는 현격히 증가했다. 런던 

인구는 1550년대에 흑사병 직전 수준인 8만 명을 회복했고, 반세기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1600년 경 22만 명에 이르렀다. 이후 1640년대까지 

도시 인구는 또다시 두 배 이상 증가해 영국내전 직전에는 약 40만을 달

했다.10) 1660년 왕정복고 이후에는 성장추세가 이전만큼 가파르지 않았

지만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다. 1700년에 이르면 인구가 약 50만에 달하

게 되어 런던은 오래 동안 유럽 최대 도시였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

9) 16세기 중엽부터 잉글랜드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다. 잉글랜드 인구는 흑사병의 참화
를 겪고 난 15세기 전반 최저치를 기록하였지만 한 세기만에 흑사병 이전 수준을 회
복했다. 16세기 중엽 절정에 달했을 인구 증가율은 1630년대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 E. Rich and C. H. Wilson (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ume IV The Economy of Expanding Europ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1, 29, 31-32.

10) Lawrence Stone, “The Residential Development of the West End of Lond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After the Reformation. Essays in Honor of J. H. Hexter, ed. 
Barbara C. Malaman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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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11) 16세기 중엽 이래 150여 년 동안 잉글랜드, 웨일스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채 두 배가 못됐음을 고려할 때 

런던의 인구 증가는 놀라운 규모였다.

  농촌으로부터의 이주가 나날이 늘어나는 런던 인구를 지탱했다. 당대 

대부분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런던에서도 사망률을 보상할 만큼 자체 

출산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인구 유입은 도시인구 유지의 중요한 

토대였다. 수도로 온 이주민은 크게 세 부류였다. 첫째는 ‘주인 없는’ 부

랑인(masterless men)과 다름이 없는 농촌 빈민이었다. 그들은 16세기 중

엽부터 가파른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때문에 생계문제에 직면했고, 

일거리와 구빈의 기회를 쫓아 도시로 몰렸다.12) 둘째는 런던 시(市, the 

City)의 자유민이 되기 위해 얼마간의 재산과 소질을 갖추고 상경한 농

촌 직공이었다.13) 셋째는 수도가 제공하는 출세와 사교생활을 쫓아온 귀

족, 지주, 지방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14)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11) Roger Finlay and Beatrice Shearer, “Population Growth and Suburban Expansion,” in The 
Making of the Metropolis: London 1500-1700, eds. A. L. Beier and Roger Finlay (New 
York: Longman, 1986)

12) 16세기 중엽부터 물가 상승폭은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했다. 실질임금 하락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쳤고 기존의 구제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따라
서 부랑인과 빈민이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Peter Borsay, The English Urban 
Renaissance: Culture and Society in the Provincial Town 1660-1770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1991), 15;  R. B. Wernham (ed.),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Volume III The Counter Reformation and Price Revolution 1559-161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18-20; 당대 농촌의 구조적 진통은 한층 더 무거운 
사회적 부담이 되었다. 인클로저(enclosure)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Brenner, “Agrarian Class Structures and Economic Development,” Past and Present 70 
(1976): 61-62. 

13) 여기서 런던 시(市, the City of London; 줄여서 ‘the City’)란 12~13세기 동안 국왕으
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특별 자치시(自治市)로서의 런던을 의미한다. 런던 시의 경계
는 대체로 성벽과 일치했고(일부 성 밖 지역을 포함), 런던 시민(freeman)이 선출한 시
장(mayor)과 장로(aldermen)에 의해 관할되었다. 본고에서는 자치시로서의 런던을 ‘런
던 시’ 또는 ‘도심’으로 표기했다. 런던 자치시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크누트 슐츠, 박흥식 옮김, 『중세 유럽의 코뮌 운동과 시민의 형성』 (도서출판 길, 
2013) “제8장 런던.”

14) 새로운 유력자들의 등장 이면에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재편이 있었다. 16세기 물가 
상승에 응전한 지주들과 신참자(新參者)들은 제도 개혁과 혁신적 기술을 수용하여 부
의 토대를 공고히 했다. 또한 귀족적 사병조직이 군사적 중요성을 상실하자 주군에 
대한 유력자들의 봉사 의무가 약화되었다. 귀족과 젠트리는 지연(地緣)의 속박이 약해
지자 수도로 모여들었다. 참고: Lawrence Stone, The Crisis of the Aristocracy, 1558 to 
1641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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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첫째 부류, ‘주인 없는 자’들이었다.15)

  런던으로 이민자들이 몰려온 이유는 자명했다. 런던에 있는 왕궁, 의

회, 법원은 귀족, 지주, 법률가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의 소비는 사치품 거

래와 의료업을 비롯한 또 다른 전문 서비스업을 번성토록 했다.16) 무엇

보다 런던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창고이자 모든 물산의 중심”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했다.17) 런던은 유럽대륙과 아메리카

로부터 수입한 물산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고, 반대로 국내 물산을 수출 

또는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왕국의 최대 물산 집결지였다.18) 

게다가 당대 런던은 제조업 중심지이기도 했다. 국내외의 원자재, 자본, 

인력 유통망을 기반으로 런던에서는 직물 및 가죽 가공, 건설과 조선, 그

리고 양조 및 식품 가공이 번창했다.19) 

  막대한 인구 유입으로 런던 도심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본래 런던 

시가지 대부분은 중세 성벽이 둘러싼 약 1 평방마일(약 2.5㎢) 넓이의 공

간이었다. 1600년경만 해도 도심 한복판에는 드물지 않던 녹지공간이 이

제 거의 사라졌고, 3~5층 이상의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시민들은 옆집 

옥상을 정원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도심을 관통하던 월브룩

(Walbrooke) 하천은 이 무렵 암거화 되었고, 성벽을 둘러싼 해자 양편으

로 건물과 정원이 가득 들어찼다.20)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는 가장 용이

한 방법은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 공간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

이었다. 대개 표준적인 중세 도시주택은 폭이 좁고 앞뒤가 긴 택지 위에 

지어졌는데, 건물 뒤에 있는 빈 공간은 텃밭, 마구간, 화장실 등의 용도

로 활용되었다. 도심의 과밀화가 심해지자 건물 소유주는 그와 같은 뒤

뜰에 여러 채의 값싼 셋집(tenement)을 세우기 시작했다. 셋집은 뒤뜰에 

위치한 까닭에 도로에 면하지 않았고 통행을 위해서 뒤뜰 한쪽 면을 공

15) Stone, “The Residential Development,” 169-170.
16) Smuts, “The Court and its Neighborhood,” 128.
17) John Stow, The Survey of London (London: J. M. Dent, 1912; 1970; 1st edition 

published in London, 1598; 2nd edition published in London, 1603), 13.
18) Stone, “The Residential Development,” 173.
19) Peter Earle,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Business, Society and Family Life 

in London, 1660-1730 (London: Methuen, 1989), 19-25.
20) Harding, “City, Capital and Metropolis,”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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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남겨 두어 주(主) 도로와 통하게 했다. 이 공터를 골목길(alley) 또

는 마당(yard, court)이라 불렀는데 폭이 좁고 진로가 곧지 않아 통행에 

불편함이 컸다. 과밀화가 정점에 달하면 본래 있는 건물을 여러 주거단

위로 세분할(細分割) 하기에 이르렀다.21)

  셋집의 주거여건은 열악했다. 빛이 잘 안 들고 통풍이 불리했으며 상

하수도 시설이 부족했다. 보통 상하수도는 도로 아래 매설되었는데 주

(主) 건물 뒤편의 셋집까지 고려하여 상하수도를 매설한 경우는 거의 없

었다. 1637년 도심과 서더크(Southwark)를 대상으로 한 ‘세분할된 주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작은 집 한 채에 24세대가 동거한 경우도 있었

다.22) 열악한 환경은 질병 확산에 최적이었다. 런던 지역에서 전염병 사

망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16세기 중엽까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심

이었으나 1600년을 기점으로 과밀화가 제일 심각했던 성벽 안팎 인근에

서 사망률이 치솟았다. 반면 유복한 시민들이 많이 거주한 도시 중심부

는 오히려 17세기 동안 전염병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했다.23)

  도심뿐만 아니라 교외로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6세기 중반

부터 도시 성벽과 해자 밖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화가 시작되었는데, 

1600년에 이르면 간선도로 사이에 남아있던 논밭과 벌판에도 개발이 촉

진되었다. 교외 도시화는 동서 방향으로 두드러졌다. 성벽 동쪽 바깥 탬

즈강에 면한 ‘이스트 엔드’(East End)의 인구는 1600년 21,000명이었으나 

불과 30년 만에 54,000명으로 증가했다. 강 건너 남쪽에 위치한 서더크의 

인구는 같은 시기 19,000명에서 26,000명으로 늘어났다.24) 성벽 서쪽 ‘웨

스트 엔드’(West End) 일대의 성장은 가장 눈부셨다. 1600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인구는 6,000여명에 불과했으나 1640년에는 약 40,000명으로 급

21) 점차 골목길과 셋집, ‘분할된 집’이 증가했다. 탬즈 강 남쪽에 위치한 서더크
(Southwark) 버로우사이드(Borroughside)에서는 1584년 전체 가구 중 골목길 셋집에 거
주한 경우가 38%였는데 1622년에는 54%로 증가했다. Jeremy Boulton, Neighbourhood 
and Society: A London Suburb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92.

22) William. C. Baer, “Housing the Poor and Mechanick Class in Seventeenth-Century 
London,” London Journal 25 (2000): 20.

23) Harding, “City, Capital and Metropolis,” 134; Paul Slack, The Impact of Plague in Tudor 
and Stuart England (Oxford: Clarendon Press, 1985), 151-164. 

24) Boulton, Neighbourhood and Societ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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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했다.25) 1300년경에는 런던 인구의 80~90%가 성벽 안쪽 도심에 거주

했다. 그러나 1570년대부터 교외지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1650년에는 

런던 도시권 인구의 절반이 교외에 거주했고 1700년에는 2/3 이상이 교

외 거주민이 되었다.26) 따라서 17세기를 거치며 런던은 단순히 옛 도심

뿐만 아니라 광역권(metropolis)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1603년부터 매주 배포된 ‘사망표’(Bills of Mortality)가 유효한 기준을 제

시했다. 인구통계와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 ‘사망표’는 런던 도심 그리고 

왕궁이 위치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시(市)뿐만 아니라 인접한 미들

섹스(Middlesex) 및 서리(Surrey) 주 근교 교구들까지 모두 런던 광역권으

로 포함했다.27)

2. 런던 교외지역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1630년대부터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개발 양상이 런던 서쪽 교외지역

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택지 개발업자(land developer)의 주도 아

래 비교적 양호한 품질의 주택을 수십~수백 채 규모로 계획성 있게 개

발한 것이었다. 최초의 전범은 1630~1637년에 걸쳐 4대 베드포드 백작 

프랜시스 러셀(Francis Russell)이 개발한 코벤트가든과 향사(esquire) 윌리

엄 뉴튼(William Newton)이 1637~1642년 동안 개발한 링컨즈인필즈

(Lincoln’s Inn Fields) 일대였다.28) 이미 이때부터 대규모 개발은 서쪽 교

외지역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왕궁과 의회가 런던 서쪽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시에 있었고, 법원들이 서쪽 성벽 바깥에 밀집되어 있어 

25) Smuts, “The Court and its Neighborhood,” 117-118.
26) Derek Keene, “Growth, Modernisation and Control: The Transformation of London’s 

Landscape, c.1500-c.1760,” in Two Capitals: London and Dublin 1500-1840, eds. Peter 
Clark and Raymond Gillespi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8.

27) Joseph Fletcher, “The Metropolis: Its Boundaries, Extent, and Divisions for Local 
Government,”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7, no. 1. (1844): 79-81. 

28) 현재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그대로 한글로 옮겼으나(예: 링컨즈인필즈), 이것
이 도시화되기 이전의 지형(평운, 농장 등)을 지칭했고 현재는 다른 지명으로 불릴 때
는 국어로 번역했다.(예: 세인트제임스 벌판, 소호 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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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지주, 관료, 법률가들이 이곳을 주거지로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들의 구매력은 도심의 유복한 상공인들도 유인했다. 서쪽 교외지역

은 환경조건도 유리했다. 서풍 때문에 연기가 대체로 동쪽으로 흩어졌고, 

지대가 높아 배수에 유리했기 때문이다.29)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 궤도에 오른 것은 1670년대부터였다. 1666년 런

던 도심을 잿더미로 만든 대화재는 여러모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흘간 지속된 화재로 런던 도심의 3/4 이상이 불타고 약 1만 2천 채의 

집이 파괴되었다. 살 곳을 잃은 7만 여명의 시민들은 교외지역으로 대피

했다. 그러나 런던 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

었다. 꽤 많은 수의 시민들이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저했던 것이

다.30) 이미 대화재 전부터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길드의 제약 때문에 적

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교역 기회를 찾아 교외지역으로 이주해 갔

다. 중세 이래 도심의 가장 번성한 지역인 칩사이드(Cheapside)의 부유한 

금세공인들도 대화재 이전부터 서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집단 중 하나

였다.31) 대화재는 이주를 머뭇거리게 한 최소한의 심리적, 경제적 장애물

까지 없앰으로써 이 추세를 가속화했다. 이렇게 대화재는 교외지역 주거

에 대한 수요를 크게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

향을 끼쳤다. 건물 수 천 채에 달한 재건 규모는 목수, 벽돌공, 미장이 

같은 건설 장인과 벽돌제조업자, 목재 수입상 등 건설자재 공급업자에게 

전례 없는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대화재를 계기로 교외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이 조직

되면서 부동산경기는 호황을 맞이했다. 도심 재건은 1668~1672년 동안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는데 교외지역의 개발 호황은 이 시기 동안 태동

하여 16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32)   

29) Stone, “The Residential Development”;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51-52.
30) Stephen Porter, The Great Fire of London (Stroud, Glouc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6), 69-71, 80-83; 대화재의 전개과정에 관한 서술은 이 책 2장을 참고하라. 
31) Paul Griffiths, “Politics Made Visible: Order, Residence and Uniformity in Cheapside, 

1600-45,” in Londinopolis: Essays in the Cultural and Social History of Early Modern 
London, eds. Paul Griffiths and Mark S. R. Jenner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0).

32) Porter, The Great Fire of London,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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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에서부터 1520년, 1600년, 1680년의 런던 시가지 영역. 

(A: 하이 홀본   B: 코벤트가든 일대   C: 소호   D: 웨스트민스터 일대)

1630년대부터 1690년대까지 런던 교외지역에서 추진된 대규모 부동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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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업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고)33). 서쪽교외 지역은 편의상 네 구

역, 즉 '하이 홀본'(High Holborn), '코벤트가든', '소호'(Soho), '웨스트민스

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성벽 서북쪽에 면한 '하이 홀본' 일대에서는 

링컨즈인필즈(1630~1650년대),  블룸즈베리 스퀘어(1660년대 후반), 레드 

라이언 벌판(Red Lion’s Fields, 1680년대), 리틀링컨즈인 벌판(Little 

Lincoln’s Inn Fields, 1680년대), 램스 도랑 벌판(Lamb’s Conduit Fields, 

1690년대)이 개발되었다. 성벽 서남쪽은 일찍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계획

적으로 개발된 사례는 스트랜드(the Strand) 대로(大路)에 면한 에섹스 저

택(Essex House) 부지(1680년대)가 있었다. 성벽에서 더 서진하면 롱에이

커(Long Acre) 가(街)가 관통하는 ‘코벤트가든’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

에서는 솔즈베리(Salisbury) 백작령(1610~1690년대), 코벤트가든(1630년대)

을 시작으로 1680~1690년대 동안 세븐 다이얼스(Seven Dials), 엑세터 저

택(Exeter House) 및 와일드 저택(Wild House) 부지 재개발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면 '소호'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1670년대 

후반부터 1690년대 초반까지 소호 스퀘어(Soho Square), 골든 스퀘어

(Golden Square), 레스터 스퀘어(Leicester Square), '웨스트민스터 의용군 

훈련장'(Military Ground), 펄트니(Pultney) 영지가 개발되었고, 뉴포트 저택

(Newport House) 부지가 재개발되었다.34) 소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왕

궁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시가 위치하는데 그 일대에서 세인트제임스 벌

판(St. James’s Fields, 1670년대) 개발과 더비 저택(Derby House) 부지 재

개발(1680년대)이 이루어졌다. 한편 켄싱턴 스퀘어(Kensington Square, 

1680~1690년대)는 전형적인 계획적 개발이었음에도 예외적으로 런던과 

웨스트민스터 모두에서 상당히 동떨어진 서쪽 외곽지역에 건설되었다. 

물론 동쪽에서도 계획적 개발 사업이 없지는 않았다. 성벽 동북면에 위

치한 '세드웰'(Shadwell)과 동남쪽에 위치한 런던 탑 인근 타워 힐(Tower 

Hill)이 대표적이었다.35) 

33) [그림 1] 출처 : Baer, “The Institution of Residential Investment,” 517; 서쪽 교외지역의 
명칭 표기는 필자가 추가 기재함.

34) ‘Military Ground’라는 명칭은 해당 지역을 본래 훈련장으로 보유했던 의용군조직 
‘Westminster Military Company’에서 유래했다.

35)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53-57; Brett-James, The Growth of Stuart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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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런던 서쪽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대규모 개발

은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다만 건물 크기는 새롭지 않았다. 신축

된 주택의 너비는 보통 20~30 피트(약 6~9 m)였는데 이는 중세 도시의 

평범한 상인주택과 차이가 별반 없었다.36) 그러나 공간 활용 방식과 외

관은 달랐다. 단위 택지는 여러 가구로 세분할되지 않았고, 뒷마당에는 

세입자를 받기 위한 추가 구조물이 없었다. 건물 외관은 당시에는 드물

었던 벽돌과 석재로 마감을 했고 목재는 기본 골조에만 사용했다. 그리

고 건물 전면 디자인은 중세 북서유럽보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양식

을 모방했다. 고전 건축의 기단(podium), 기둥(column), 돌림띠(entablature)

로 구성되는 설계가 1630~1640년대 초기 개발 사례에 도입되었고 1650

년대 이후에는 고전적 전범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각 건축요소의 비

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건물 외양을 설계했다. 즉 1층을 기단부, 2~3층

을 기둥부, 그 이상을 돌림띠로 준용하여 설계한 것이다([그림 2-1] 참

고).37) 

  이 시기 대규모 개발은 여러 택지를 포괄한 넓은 필지 단위로 이루어

졌다. 새로운 개발의 규모와 특징은 코벤트가든 개발 과정에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3대 베드포드 백작은 1610년대부터 코벤트가든 외곽에 

있는 20 에이커(약 80,900 ㎡, 약 25,000 평) 넓이의 땅을 개발한 바 있었

다. 그는 영지를 하나의 필지로 묶어서 개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시

공주(施工主, builder)들에게 택지를 개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개발을 진

행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택과 골목이 뒤얽힌 난개발 양상을 띠었다. 

다른 한편 같은 시기 서쪽에 이웃한 솔즈베리 백작은 전체적인 계획 하

에 필지를 일괄적으로 개발했으나 그 규모가 작아 1~2 에이커(약 

4,000~8,000 ㎡, 1,200~2,400 평)에 불과했다.38)

151-152, 366; M. J. Power, “Shadwell: The Development of a London Suburban 
Community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London Journal 4, no. 1 (1978): 40-43.

36) John Schofield, The Building of London (Stroud,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84).

37) Summerson, Georgian London, 33-34; [그림 2-1] 출처 : Summerson, Georgian London, 
47.

38) "Upper St. Martin's Lane and Cranbourn Street Area: Salisbury Estate," Survey of London 
Volumes 33 and 34. (이하 Survey of London 자료는 ‘SOL 권수’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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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670~1700년대에 건설된 전형적인 

연립주택(terraced house) 전면.

  

[그림 2-2] 연립주택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레드라이언 스퀘어 전경(1725년 무렵).

그러나 4대 베드포드 백작은 선대에 없었던 종합적 전망과 통제 아래 코

벤트가든을 개발했다. 그 규모는 솔즈베리 백작과 비교가 안 되는 2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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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약 27,000 평)에 달했고, 점진적 개발을 한 3대 백작과 달리 300여 

채의 준수한 주택이 6~7년 만에 건설되었다.39) 곧이어 개발된 링컨즈인

필즈 또한 10여 에이커 규모였고 왕정복고 직후 개발된 세인트제임스 벌

판도 11 에이커(약 13,500 평) 규모였다. 1670년대에 개발된 소호 벌판은 

도합 40 에이커(약 49,000 평)에 상당했다.40) 이와 같은 개발 규모는 도

시의 한 구역에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면적이었다.41) 

이미 1630년대부터 코벤트가든은 그 자체로 “신(新) 도시”(new town)라 

불렸고, 1660년대 블룸즈베리도 “작은 도시”라 칭해졌다42)([그림 2-2] 참

고).43) 

  이처럼 큰 개발 단위는 생활여건과 관계된 기반시설의 완비를 어느 정

도 가능하게 했다. 골목길의 난립 없이 도로가 비교적 계획적으로 배치

되었고 마차통행을 위해 포장되었다. 하수처리는 난개발이 유발하는 고

질적 문제였는데, 1630년대 이후의 대규모 개발에서는 하수도 위치가 사

전에 계획되고 개발 초기에 매설되었다. 일례로 코벤트가든 개발에서는 

하수도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되는 도면이 개발 초기부터 활용되었

고, 1670년대 골든 스퀘어 개발에서는 개발업자들이 하수도 위치를 포함

한 도면을 왕실에 제출했었다.44) 가장 규모가 큰 개발에서는 ‘광장’, 교

회, 시장 등도 같이 건립되었다. 이중에서 ‘광장’은 이전까지 잉글랜드에

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도시공간으로 1630년대 코벤트가든에 처음으로 도

입되었다. 또한 주거공간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요리점 등의 상업시

설은 지정 구역에만 허가되었고, 소음과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

역과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도록 도로를 배치했다.45)

39) Smuts, “The Court and Its Neighborhood,” 130, 143.
40) “Lincoln's Inn Fields: Introduction,” SOL 3; “The Development of Soho Fields,” SOL 33 

and 34.
41) Smuts, “The Court and Its Neighborhood,” 140
42) Alnwick Castle MSS Syon Y III 2, Box 3, Envelope 2 를 Duggan, “New Light on 

Covent Garden,” 145쪽에서 재인용; Summerson, Georgian London, 41쪽에서 인용.
43) [그림 2-2] 출처 : Booth, “Speculative Housing,” 382(그림 원 출처 : Museum of 

London).
44) Duggan, “New Light on Covent Garden,” 146-147; “Leicester Square Area: Leicester 

Estate,” SOL vol. 33 and 34.
45) “St. James's Square: General,” SOL 29 an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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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은 런던 서쪽 교외지역에 비교적 유복한 주거 구역을 형성

했다. 코벤트가든은 서로 다른 방식의 개발이 초래한 상이한 결과를 잘 

보여준다. 당시 런던에 집이 있는 ‘신사’(gentleman) 이상의 유력자들은 

주택 임차료로 최소 연 25 파운드를 지출했는데, 1630년대에 신축된 코

벤트가든의 평균 임차료는 연 35 파운드에 달했다. 반면 직전 20년 동안 

무계획적으로 개발된 코벤트가든 외곽지역의 평균 임차료는 평범한 소

(小) 상공인의 집값에 불과한 8 파운드였다. 참고로 런던 도심의 가장 부

유한 대상인(merchant)들이 거주한 칩사이드 주택들은 임차료가 약 30~60 

파운드를 호가했으나 평균은 20 파운드 대에 수렴했다.46) 고급 주거지로

서 코벤트가든의 성공은 1640년 그곳이 속한 세인트마틴(St. Martin’s) 교

구가 런던 교외의 한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웬만한 군현보다 작위 

귀족과 젠트리 거주 인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났다. 1590년대까지 

세인트마틴 교구의 구빈세 납세자 중 1/8이 신사의 최저 요건인 ‘미스

터’(mister)로 호칭되었는데 1640년에는 그 비중이 1/5로 증가했다.47) 서

쪽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유력자 인구의 증가는 1630~40년대 대규모 부

동산 개발의 결과였는데 이는 또다시 17세기 후반의 개발 ‘붐’을 추동한 

토대가 되었다.

46) Smuts, “The Court and Its Neighborhood,” 138; Vanessa Harding, “Families and Housing 
in Seventeenth-Century London,” Parergon 24, no. 2 (2007): 124.

47) 18~19세기에 형성된 특권적인 고급 주거구역으로서의 웨스트 엔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17세기 동안 비교적 유복한 주거지가 탄생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비교적 
평범한 상공인, 소매상을 위한 구역도 같이 개발되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빈
곤한 ‘동네’들이 웨스트엔드 여기저기에 산재했다. Smuts, “The Court and Its 
Neighborhood,”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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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간부류’ 개발업자의 대두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서 택지 개발업자(land developer)는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했다. 코벤트가든을 개발한 베드포드 백작처럼 개발업자는 넓

은 필지를 확보하고, 이를 도로와 주택이 들어설 용지로 분할했으며 하

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시공했다. 그리고 그는 다수의 시공주(builder)와 

건설 장인(building craftsman)을 끌어들여 실제 건물을 올렸다.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신용을 확보하는 것도 개발업자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베

드포드 백작처럼 귀족 지주가 개발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드문 현상이 되었다. 대규모 개발이 호황을 맞이한 1670~1690년

대 동안 활약한 개발업자 태반은 의사, 법률가, 관료, 목수, 벽돌공, 양조

업자, 직물업자, 도매상 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지위와 재산규

모에 있어서 당대인들이 ‘중간부류’(middling sort, middle station)라고 묘

사한 집단에 속했다. 당대 도시 ‘중간부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충분히 

뛰어들만한 자산을 보유했다. 집안에 하인을 두어 명 거느리고, 자기 사

업을 운영할 수 있는 ‘중간부류’의 최저 재산 기준은 300~600 파운드 정

도였는데, 이 정도 자본만으로도 주택 한두 채에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48) 그리고 이와 같은 초기 투자를 토대로 수천~수만 파운드의 자금

을 운용하는 개발업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간부류’ 개발업자에게는 

새로운 면모가 있었다. 귀족에게 토지는 영구적인 가산이었고 부동산 개

발은 그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간부류' 개발

업자에게는 이익 창출이 부동산 개발의 일차적 목적이었고 토지는 목적 

달성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1. 두 부류의 개발업자 : 귀족과 ‘중간부류’

  17세기 부동산 개발에서 개발업자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48) Earle,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3-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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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큰 단위의 필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입안, 시행한 주

체였기 때문이다. 우선 개발업자는 큰 규모의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필

지를 확보하고 정비했다. 18세기까지도 잉글랜드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

이 한사(限嗣, settlement) 상속 대상으로서 매매와 임대차가 자유롭지 않

았고, 거래가 자유로운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그와 같은 법적 장애물을 사전에 정리하여 필

지에 대한 권한을 확고히 해야 했다.49)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1670

년대에 레스터 영지를 개발한 2대 레스터 백작(earl of Leicester) 로버트 

시드니(Robert Sidney)는 한사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1645년 

장남 라일 자작(viscount Lisle)의 결혼을 계기로 모든 영지를 한사 상속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이후 1670년 그가 런던 교외 영지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을 때 장남이 한사 상속에 대한 권리를 토대로 반대 의사를 밝혔

다. 라일 자작은 아버지가 임차인을 둠으로써 가문에 대대로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영구히’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주장했고, 시공주들에게 

임차권을 무효화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이를 계기로 아들과 사이가 벌

어진 레스터 백작은 각종 법적 수단을 고안하여 임차인들의 권한을 보장

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장남의 상속권은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재산이 다른 자녀들에게 넘어가도록 조치했다. 1677년 작위를 계승한 3

대 레스터 백작은 아버지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형평법원에 제소했

지만 결과적으로 선친의 조치들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50)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개발업자는 토지 확보를 위해 막대한 부

담을 감수했다. 17세기 후반의 대표적 개발업자 니콜라스 바번(Nicholas 

Barbon)은 뉴포트 백작가로부터 토지 구입에만 9,500 파운드를 썼고, 소

호 벌판을 개발한 리처드 프리스(Richard Frith)는 소유권도 아닌 임차권 

확보를 위해 4,000 파운드 이상을 써야했다.51) 왕립 조폐국장 토마스 닐

49)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70.
50) “Leicester Square Area: Leicester Estate,” SOL 33 and 34.
51) “The Bailiwick of St. James,” SOL 29 and 30; "Newport Market Area: Newport Estate," 

SOL 33 and 34; “The Development of Soho Fields,” SOL 33 and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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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Neale)과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 경(Sir Chrisopher Wren)도 각각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데 4,000 파운드 가까이 지출했다.52) 개발업자들의 

토지 확보 경쟁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험요인이었다. 일례로 리처드 프

리스는 1676년 ‘라이벌’ 개발업자 니콜라스 바번을 경쟁에서 밀어내고 

소호 벌판 대부분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했는데, 프리스에게 ‘앙심’을 품

은 바번은 용지 구석의 작은 농토에 대한 권한을 큰 비용을 들여 매입함

으로써 프리스의 개발을 ‘훼방’ 놓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프리스의 소호 

개발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나 바번의 보유지는 훗날 별도의 영지로 

아예 분리되었다.53)  

  개발용지에 대한 권한을 확보한 다음 개발업자는 필지를 정리하고 시

공주들에게 배분했다. 직접 아들로 하여금 도로 및 주택 용지의 경계선

에 푯말을 세우도록 한 레스터 백작처럼 개발업자들은 필지를 측량하고 

용도별로 구획하였으며 도로와 하수도를 시공했다.54) 그리고 그들은 시

공주의 진입비용을 낮추고 가능한 한 많은 시공주를 확보하기 위해 택지

를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다. 임차권 확보는 소유권 매입보다 부담이 적

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본규모가 영세한 시공주에게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시공주의 택지 용익권을 특정 

기한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공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베드포드 

백작은 시공주에게 대체로 30~40년 임차권을 부여했는데 일부 주택은 

임차기간 종료가 다가오던 1670년대에 기다린 듯 주저앉았다.55) 따라서 

건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업자는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서 시공

주들의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다.56) 

  개발업자, 특히 토지를 처음부터 보유하지 않은 개발업자들은 막대한 

52) Booth, “Speculative Housing,” 392, 394. 
53) “The Pitt Estate in Dean Street: Introduction,” SOL 33 and 34.
54) “Leicester Square Area: Leicester Estate,” SOL 33 and 34. 
55) “General Introduction,” SOL 36.
56) 몇 가지 요건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건물은 거리에서 보았을 때 빈틈없이 옆 건

물과 연이어 있어야 하고 외장재는 벽돌, 석재만 허용되었다. 건물의 크기, 층별로 벽
의 두께가 규정되었고 창문의 가로, 세로 비율, 대들보 기둥 두께 등도 규정되었다. 
“The Bedford Estate: From 1627 to 1641,” SOL 36; “Leicester Square Area: Leicester 
Estate,” SOL 33 and 34; “Lincoln's Inn Fields: Introduction,” S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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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신용을 확보해야 했다. 일례로 소호 개발업자 리처드 프리스는 

건설자재 수급과 시공주들에 대한 대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런던 금세

공인 벤자민 힌튼(Benjamin Hinton) 등으로부터 약 8,400 파운드를 빌렸

다. 그러나 융자금은 계속 증가해 1680년에는 17,000 파운드, 1683년에는 

60,000 파운드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프리스는 인근에 런던 시가 소유한 

‘도랑 벌판’(Conduit Mead)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또다

시 20,000 파운드를 빌렸다.57) 결국 리처드 프리스는 소호 개발을 위해 

약 10만 파운드를 끌어 쓴 셈인데 이는 당시 가장 부유한 대지주와 극소

수의 대상인만 보유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었다.58) 이렇게 개발업자가 

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소호 개발은 급속히 진척될 수 있었다. 약 20 에이

커에 달한 리처드 프리스의 임차지는 1677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는데, 1680년 이미 절반 가까이 진척되었고 1684년에는 거의 완공을 

앞두게 되었다.59)   

  이처럼 대규모 런던 부동산 개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개발업자

는 17세기 후반 그 사회적 성격에 있어 변화를 거쳤다. 17세기 초반부터 

개발을 주도한 것은 귀족과 지주였다. 베드포드 백작은 코벤트가든을 개

발했고 곧이어 베드포드셔(Bedfordshire) 출신의 향사 윌리엄 뉴튼은 링컨

즈인필즈를 개발했다. 솔즈베리 백작들은 일시에 대규모 개발을 단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런던 영지 개발을 꾸준히 진척시켰다. 이 같은 

경향은 왕정복고 이후에도 이어졌다. 17세기 후반 부동산 개발 ‘붐’의 출

발점이었던 블룸즈베리 스퀘어는 사우스햄턴 백작(earl of Southampton)에 

의해 개발되었고, 세인트제임스 스퀘어는 왕정복고에 대한 공로로 봉작

된 세인트 올번스 백작(earl of St. Albans)에 의해 개발이 주도되었다.60) 

  그러나 1670년대를 기점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의 주도권은 상공업 

또는 전문직에 기반을 둔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다. 17세기 후

반까지 탬즈 강변을 따라 서쪽 교외지역에는 귀족들의 유서 깊은 별궁들

57) Booth, “Speculative Housing,” 389.
58) Earle,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4-15.
59) “The Development of Soho Fields,” SOL 3 and 34.
60) Summerson, Georgian London,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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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 있었는데, 1670~1680년대를 거치며 다수가 헐리고 재개발되었

다. 대부분의 경우 원 소유주인 귀족의 개입 없이 개발이 진행되었다. 에

섹스, 더비, 요크 저택은 의사 출신인 니콜라스 바번에게 매각되었고, 와

일드 저택과 클리블랜드(Cleveland) 저택은 '신사'를 자처했으나 실제로는 

건설업자였던 로버트 로싱턴(Robert Rossington)과 존 로싱턴(John 

Rossington)에게 각각 매각되었다. 엑세터 저택의 경우에는 원 소유주 가

문이 계속 택지를 보유했지만 장기 임차권을 확보한 니콜라스 바번이 재

개발을 주도했다. 교외지역의 넓은 필지도 비슷한 주체들에 의해 개발되

었다. 우선 소호 벌판은 1670년대 중반부터 벽돌공 리처드 프리스, 목재

상 캐도건 토마스(Cadogan Thomas), 벽돌제조업자 아이작 심벌(Isaac 

Symball) 등에 의해 개발이 주도되었고, 16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된 홀

본, 웨스트민스터 일대의 미개발지에서는 니콜라스 바번이 또 다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 더해 바번은 동쪽 교외지역에서도 꽤 규

모가 큰 개발 사업을 벌였다. 한편 코벤트가든 인근과 도심 동북쪽에 위

치한 세드웰에서는 관료 출신인 토마스 닐이 부동산 개발의 큰 손으로 

활약했다.61) 

  상기한 개발업자들은 대부분 당대인들이 '중간부류'라 지칭한 집단에 

속했다. '중간부류'는 귀족, 지주와 달리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재산이 적어 육체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었

다. ‘중간부류’에는 농촌에 영지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최소 연 50 파운드

의 소득 또는 300~600 파운드 이상의 재산을 일군 법률가, 의사, 관료, 

대상인, 도·소매상 및 제조업자들이 속했다.62)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런

던 개발업자 중 가장 크게 사업을 벌인 니콜라스 바번은 전형적인 상층 

'중간부류'에 속했다. 그의 아버지는 런던 가죽상인 출신으로 하원 의석

을 꿰찰 정도로 상당한 부와 지위를 쌓아 올렸고, 본인은 네덜란드에서 

학위를 딴 의사였다.63) '신사'를 자처한 로싱턴 일가의 개발업자들도 실

61)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61-67, 81-32, 104-105, 220-221; “Cleveland Row,” 
SOL 29 and 30.

62) Earle,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3-5, 14-15.
63) R. D Sheldon, “Barbon, Nicholas (1637/1640–1698/9), Builder and Economist,”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accessed December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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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신사가 아니었다. 로버트 로싱턴의 본래 직업은 법률가로 추정되

며 존 로싱턴은 여타 자료에서 목수로 직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일가의 

다른 일원도 벽돌공이었다.64) 따라서 로싱턴 가는 '신사'로 자처할 만큼 

상당한 재산을 일구었으나 농촌에 기반이 있기 보다는 도시에서 사업으

로 재산을 축적한 상층 부르주아지에 가까웠다. 로싱턴 일가처럼 건설업

에 종사한 상공인이 대(大) 개발업자 중 상당수를 차지했다. 벽돌 제작과 

건설에서 부를 쌓은 리처드 프리스, 아이작 심벌이 대표적이었다. 다른 

한편 토마스 닐은 전통적 의미의 신사에 가까웠다. 할아버지는 햄프셔

(Hampshire) 지방의 유력자였고 모계 또한 전형적인 농촌 지주 가문이었

다. 그러나 토마스 닐 본인의 활동은 '신사'라는 말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30년 가까이 하원 의원과 왕실 관료로 활동했지만 동시에 

동인도회사, 왕립 아프리카 회사에 깊이 관여했고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

라 양조업과 복권 사업도 크게 벌였다.65) 무엇보다도 지방 유력자, 고위 

관료에 만족하지 않고, 도시 경제가 제공하는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토마스 닐의 태도는 신사적이기보다는 ‘중간부류’에 가까웠다. 17

세기 후반 런던에서 ‘중간부류’는 일단 부의 축적을 중요시하고, 여기에 

자기개발(self-improvement)의 가치를 더했기 때문이다.66)

  1670년대 부동산 개발 주체의 변화는 단순히 개발업자의 출신 변화만

을 뜻하지 않았다. 귀족과 ‘중간부류’ 개발업자는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도 차이를 보였다. 런던 인근에 영지를 보유한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영

지를 후손에게 상속하는 데 가치를 두었다. 따라서 한번 획득한 영지는 

세심하게 관리되었고 귀족들은 섣불리 부동산 개발 같은 위험 사업에 뛰

어들지 않았다. 베드포드 백작가는 2대에 걸쳐 코벤트가든을 개발했고,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1334.
64)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81-82;  “Cleveland Row,” SOL 29 and 30; “Upper St. 

Martin's Lane and Cranbourn Street Area: Salisbury Estate.” SOL 33 and 34.
65) C. E. Challis, “Neale, Thomas (1641–1699), Projector and Politician,”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accessed December 12,  2017,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19829.

66) Earle,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0-11; 당대 영국 상공인 계층의 부상과 
‘중간부류’ 가치의 확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지향,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
적인』 (2006),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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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즈베리 백작들은 런던 영지를 한 세기에 걸쳐 조금씩 개발했다. 더 기

민하게 상황 변화에 대응한 레스터 백작은 영지를 획득하고 40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전면적인 부동산 개발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 또한 단기

적인 이해보다는 가문의 이해를 앞세웠기 때문에 미래에 야기될 갈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런던 영지를 한사 상속으로 묶어 놓았다. 귀족 중에서 

토지를 획득한 직후 개발을 결심하고 시세차익을 취한 다음 미련 없이 

단기간 안에 토지를 처분한 사례는 1660년대 후반 세인트제임스 벌판을 

개발한 세인트 올번스 백작이 거의 유일했다.67) 

  반면 '중간부류' 출신의 개발업자들은 토지를 영속적으로 보유하기 보

다는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그들은 택지개

발을 통해서 지대수입을 향상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신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

장하고자 했다. 니콜라스 바번이 대표적이었다. 바번은 런던 탑 동쪽 지

역에서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잠재적 시공주들

에게 임차하여 개발업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개발이 임박하고 

토지 가치가 향상되리라는 기대심리가 조성되자 바번은 곧 향상될 미래 

지대수입을 저당으로 설정하여 도심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5,000 파운드

를 빌렸다. 그러나 니콜라스 바번이 확보한 시공주들은 ‘가짜’였다. 시공

주들의 정체는 바번 아래에서 법률 사무를 담당하던 고용인들이었다. 바

번은 자신의 고용인들에게 택지를 임차함으로써 마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어 투자자를 유인했던 것이다.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바번은 여기서도 실제 개발을 추진했을 테지만 

재정 상황이 불리해지자 저당 잡힌 개발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버렸

다. 바번은 빌린 5,000 파운드의 상환 책임을 매입자에게 떠넘긴 채 상환

을 끝내 거부했다. 5,000 파운드는 아마도 그가 다른 곳에서 벌인 개발 

사업에 재투자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과감한 행동은 바번의 전매특허였

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계획된 사업에서 투자 금액을 확보해 이를 현재 

67) “General Introduction,” SOL 36; “Upper St. Martin's Lane and Cranbourn Street Area: Salisbury 
Estate,” SOL 33 and 34; “Leicester Square Area: Leicester Estate,” SOL 33 and 34; “St. 
James's Square: General,” SOL 29 an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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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사업에 끌어 썼다.68) 일단 빚을 져서 토지를 확보하고 이때 

진 빚을 미래의 빚으로 되갚는 방식으로 사업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었

다. 채무 이행을 거부한 바번의 ‘사기’ 행적은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사례

였지만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

들에게 토지는 사업의 자금줄이 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2. ‘중간부류’ 개발업자의 토대 : 건설업의 중층(重層) 구조

  상공업과 전문직에 기반을 둔 ‘중간부류’ 출신의 개발업자들이 주도적

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동산 개발의 중층적 구조가 존재했

다. 부동산 개발은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시공주와 건설 장인의 활동에 

의해서도 지탱되었는데, 각각의 주체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층위가 존재

했다. 앞서 살펴본 거물급 개발업자와 시공주 사이에는 중간 규모의 개

발업자들이 있었고, 시공주와 건설 장인 사이에는 양자를 넘나든 도장수

(都將帥) 장인(master craftsman)들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중층 구조는 다

양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여러 계층의 참여를 용이하게 했으며 이들에

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낮은 진입장벽과 다양한 기회는 일부 사

람들에게 큰 성공의 가능성을 보장했다. 부동산 개발은 ‘중간부류’의 부

를 형성한 중요한 원천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시공주와 건설 장인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시공주는 개발업자로부터 택지를 확보하여 건물을 시공하고 이를 처분

함으로서 수익을 얻었다. 시공주는 택지를 매입하기도 했지만 임차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고, 평균 1~3채의 주택을 시공했다.69) 이 수치를 

준용할 경우 시공주의 투자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로에 

면하고 비교적 준수한 주택 1채를 건립하는 데는 약 200~400 파운드가 

소요되었다.70) 따라서 1~3채를 시공할 경우 최소 200 에서 최대 1,200 

68) McKellar, The Birth of Modern London, 44-45.
69)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228-229; Elizabeth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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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가 필요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 지출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중간부류'에 속한 상공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

다. 이 시기 비교적 안정적 생활을 영위한 상공업자의 최저 자산 규모는 

약 300~600 파운드, 꽤 유복한 상공업자의 경우에는 약 1,000~2,000 파운

드로 추정되기 때문이다.71) 시공주는 완공된 건물을 토지에 대한 권리와 

함께 매각하거나 이를 계속 보유하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수익

을 얻었다.  

  시공주는 대체로 두 부류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류는 벽돌공 등 건

설업 종사자였고, 두 번째 부류는 기타 직종 종사자였다. 후자의 경우에 

상공인 출신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전자와 달리 전문직 종사자가 드물지 

않았다. 간혹 신사 이상의 계층이 시공주로 나서기도 했다. 몇 개 알려진 

사례에서 직종에 따른 시공주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

선 1680년대 니콜라스 바번의 에섹스 저택 재개발에서 시공주 중 신사가 

5%, 전문직 종사자가 12%, 건설업계 상공인이 52%, 기타 상공인이 24%, 

요먼이 1.7%를 차지했다.72) 반면 18세기 버밍엄(Birmingham)의 콜모어

(Colmore) 영지에서는 전문직 종사자(1.5%)와 건설업계 상공인(37.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기타 상공업자의 비중(54.8%)이 높았다.73) 

이러한 세부적 차이가 있었으나 두 경우에서 모두 시공주 대다수는 상공

인과 전문직 출신이었고, 자본규모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층 '중간부

70) 맥캘러(McKellar)는 17세기 후반 런던 웨스트엔드의 건물 시공비용으로 100~400 파운
드를 제시했고, 처클린(Chalklin)은 18세기 중반 지방 대도시의 건물 시공비용으로 
100~300 파운드를 제시했다. 정확한 시공비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1667~68년 프리마트가 도로에 면한 1~3등급 주택의 시공
비용으로 150~490 파운드를 제시한 바 있었기 때문에 현대 학자들의 추정치가 당대 
현실과 아주 괴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107;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228-229; Primatt, The City and Countrey Purchaser and Builder 
(London: Thomas Rookes, 1668), 72-145.

71) Earle,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4-15.
72) 에섹스 재개발에서 시공주의 직업, 신분이 알려진 58개 택지 중 각 직종 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사’(3), 전문직 종사자(7), 건설직 종사자(30), 기타 상공업자(17), 요먼
(1);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110-112.

73) 버밍엄 콜모어 영지(Colmore estate) 개발에서 시공주의 직업, 시분이 알려진 135개 
택지 중 각 직종 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사’(4), 전문직 종사자(2), 건설직 종사자
(50), 기타 상공업자(74), 여성(5);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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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속했다.74) 신사 이상의 지주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특징은 17세

기 전반의 코벤트가든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코벤트가든 개발에서는 

신사 이상 계층이 전체 시공주 중 34%나 차지했지만 17세기 후반 에섹

스 재개발과 18세기 버밍엄 개발에서 이들은 각각 5%, 3%에 불과했던 

것이다.75)

  건설 장인은 시공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물을 실제 짓는 역할을 수행

했다. 장인과 시공주는 건설자재 및 노동 단위 별로 비용을 사전에 합의

했고, 시공주는 건설이 진척된 만큼 합의된 비용을 토대로 대금을 합산

하여 장인에게 지불했다.76) 시공주가 장인을 고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17세기에는 거의 사라진 첫 번째 방식은 시공주가 건설

자재를 공급하고 장인에게는 노동일수 만큼 임금만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장인에게 고용된 도제와 일꾼은 여전히 이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

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은 시공주가 임금 및 건설자재 비용을 진척된 

결과만큼 장인에게 지불하는 데서는 공통적이었으나 도장수 장인의 존재 

여부가 달랐다. 보다 전통적인 두 번째 방식은 시공주가 분야별로 건설  

장인 각각에게 도급을 주는 식이다. 반면 16세기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세 번째 방식은 시공주가 한 명의 도장수 장인에게 시공 전반에 대한 도

급을 주고, 도장수 장인이 다른 분야의 장인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다시 

하청을 주는 방식이었다. 건설에는 수많은 분야의 장인들이 필요했다. 벽

돌공, 목수, 소목장(小木匠, joiner), 석공, 유리장이, 미장이, 기와장이 등

이 대표적이었다. 이중 벽돌과 목공이 시공비용의 2/3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두 분야의 장인들이 도장수 장인이 되기에 용이했다.77) 

74) 건설업과 비(比) 건설업에 종사하는 두 부류의 시공주는 투자 규모와 목적에서 차이
점이 있었다. 건설업 종사자는 평균 3채 이상의 건물을 시공했고 완공된 건물을 바로 
매각해서 자본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문직을 포함한 비(非) 건
설업 종사자들은 3채 보다 적게 시공했고 건물을 매각하기 보다는 임차를 선호했다. 

75) 1630년대 런던 코벤트가든 개발에서 시공주의 직업, 신분이 알려진 164개 택지 중 
각 직종 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귀족(1), 신사 이상 지주(56), 전문직 종사자(6), 건설
직 종사자(49), 기타 상공업자(51), 요먼(1); “Appendix 3: Leases of the Piazza and 
Surrounding Streets within the Area of the Brick Boundary Wall, 1631-7,” SOL 36.

76) 대표적으로 벽돌은 1 로드(rod, 약 25㎡, 벽돌 4,500개) 단위, 목공은 1 스퀘어(square, 
약 9㎡) 단위로 비용을 산출했다.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47-248.

77)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44-247;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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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업자, 시공주, 장인으로 구성된 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개발업자와 시공주 사이

에는 여러 겹의 중간 개발업자가 존재했고, 시공주와 건설 장인 사이에

도 경계를 넘나드는 대(大) 장인이 존재했다. 일례로 골든 스퀘어는 1670

년대 중반 벽돌제조업자 아이작 심벌에 의해 개발이 주도되었는데, 그는 

바로 시공주를 상대하지 않고 두 명의 중간 개발업자를 통해서 택지를 

시공주들에게 임대했다. 중간 개발업자 중 한 명은 목재상 캐도건 토마

스였고, 다른 한명은 '신사'를 자처한 목우상(cowkeeper) 존 웰스(John 

Wells)였다. 이 둘은 심벌로부터 받은 택지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자본을 

들여 건물을 시공했지만 나머지 택지는 다른 시공주들에게 다시 임대했

다.78) 레드 라이언 스퀘어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이곳은 1680년대 후반 

최상위 임차인이었던 니콜라스 바번에 의해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벽돌공 존 프린스(John Prince)에게 대부분의 택지를 다시 임대했다. 프린

스는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주로서 자본을 댔으나 나머지 택지

는 벽돌공 윌리엄 킨(William Keene)과 ‘신사’ 윌리엄 길링엄(William 

Gillingham))에게 다시 임대했다.79) 

  건설 장인은 도급업을 확장함으로써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토

대로 직접 부동산 개발에 진출할 수 있었다. 도급업자가 사업을 확장하

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여러 개발 사업에서 본업에 관계된 

도급을 동시적으로 여러 건 떠맡을 수 있었다. 일례로 벽돌공 제임스 프

렌드(James Friend)는 니콜라스 바번으로부터 벽돌쌓기 도급을 수 건 확

보했는데, 웨스트민스터의 한 개발 사업에서는 도급 규모가 주택 28채에 

달했다. 그는 단순한 장인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규모의 건설자재와 인력

을 동원할 수 있는 사업가였던 것이다.80) 또한 건설 장인은 도장수 장인

으로 활동함으로써 여러 건설업종을 자기 통제 하에 통합하고 사업규모

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목수 존 폴트롭(John Foltrop)은 바번의 웨스트민

스터 사업에서 본업인 목공뿐만 아니라 벽돌쌓기에 대한 도급도 두루 떠

78) “Golden Square Area: Introduction,” SOL 33 and 34.
79)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104-105.
80)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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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고, 미들 템플(Middle Temple) 재건축에서는 시공의 여러 분야를 모

두 도급 받았다.81) 또한 1670년대 후반 소호 스퀘어 개발에 목수로 활동

한 리처드 캠피온(Richard Campion)은 거의 모든 자료에서 항상 직업이 

목수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앤(St. Anne’s) 교구교회 건축에

서는 벽돌쌓기 도급을 맡았다.82) 도급업자는 이와 같은 사업 확장을 통

해서 상당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제임스 프렌드는 도급 

대금으로 웨스트민스터에서 주택 여러 채에 대한 임차권을 받았고, 존 

폴트롭은 미들 템플 시공으로 약 2,200 파운드의 대금을 기대할 수 있었

다(다만 실제로 지불 받았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한편 교구교회를 지

은 리처드 캠피온은 1691년 죽었을 때 교외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

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83) 

  개발 사업의 이와 같은 중층 구조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용이하게 

했다. '중간부류' 말단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개발은 접근성 높고 

현실적인 투자처였다. 건설 도급 또는 여타 분야에서 재산을 축적한 상

공업자가 건물 1~3채를 시공하고 보유하기 위해서는 수백 파운드 규모

의 자산만 확보하면 되었다.84) 반면 제철업, 광업, 조선업은 최소 수천에

서 수만 파운드의 자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

가 아니었다.85) 다른 한편 부동산 개발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투자처를 제공했다. 중간급 개발업자로 활동하여 주택 수 십 채를 시공

하고 큰 규모의 필지를 개발하는 데는 광업, 제철업 못지않게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직물업자는 약 3,000 파운드를 도심에 

위치한 여러 부동산에 투자했고, 목수 조셉 콜린스(Joseph Collins)는 죽

을 때 유산으로 4,500 파운드에 달하는 필지와 주택을 남겼다.86) 이처럼 

부동산 개발은 다양한 수준의 자산가들에게 각각 알맞은 투자처를 제공

81)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55.
82) “The Development of Soho Fields,” SOL 34 and 34.
83)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55; “The Development of Soho Fields,” SOL 34 and 34
84)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228-229;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110-112; 

Earl,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48.
85)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233.
86) Earl,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48;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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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중간부류' 계층이 부동산에 투자했다. 피터 얼

(Peter Earle)의 연구에 따르면 자산규모 500 파운드 미만에서 10,000 파

운드 이상에 달하는 모든 집단에서 부동산은 투자수단으로 선호되었다. 

이는 오직 5,000 파운드 이상의 자산가 집단에서만 투자가 가능했던 국

채, 회사주식, 조선업과 대비를 이루었다.87)  

  부동산 개발의 중층 구조 덕분에 한 명의 사업가에게는 여러 층위의 

잠재적 선택지가 제공되었다. 여러 단계의 기회들을 적절하게 활용함으

로써 그는 투자를 다각화하고 크고 작은 여러 재원을 확보함으로부터 재

산을 불려나갈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목수 조셉 콜린스를 들 수 있

다. 콜린스는 니콜라스 바번 만큼 일급의 개발업자는 아니었으나 개발 

사업의 여러 단계에 두루 개입함으로써 꽤 인상적인 수준의 재산을 모았

다. 우선 그는 소호 일대에 최소 12 에이커가 넘는 개발용지에 대한 임

차권을 보유했다. 여기서 중간급 개발업자로서 콜린스의 임차권은 약 

2,750 파운드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다. 또한 그는 소호 일대에 최소 6채 

이상의 주택을 직접 시공하고 보유했는데 그 가치는 약 1,660 파운드에 

달했다.88) 게다가 그는 목수로서의 본업인 건설 도급도 계속 맡아 소호 

스퀘어에 건물을 직접 짓기도 했다.89) 대부분의 장인 출신 개발업자들에

게 건물 시공 및 보수에 대한 도급은 부동산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소득

원이었다.90) 

  다양한 자산 수준의 참여자들에게 크고 작은 기회를 제공한 개발 사업

의 구조적 특징은 일부 사람들에게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다. 니

콜라스 바번만 하더라도 개발업자로서 그가 남긴 최초의 행적은 1660년

대 후반 세인트제임스 스퀘어 개발에서 건물 한 채를 시공한 것이었다. 

이후 바번은 런던 대화재 재건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670년대 초반

에 도심에 위치한 민싱 가(街)(Mincing Lane)에 건물 7채를 비롯, 도심 곳

곳에 수채의 건물을 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91) 바

87) Earl,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47. 
88)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28. 
89) “The Development of Soho Fields,” SOL 34 and 34.   
90)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168. 
91) “St. James's Square: General,” SOL 29 and 30;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65.



- 31 -

번이 교외지역 귀족의 별궁과 영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택지 개발업자로

서 유명세를 탄 것은 불과 몇 년 뒤인 1680년대의 일이었다. 다른 한편 

건설 장인들도 건설 도급 단계에서부터 재산과 경력을 쌓아서 개발 사업

에 진출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도급업을 크

게 벌인 제임스 프렌드와 존 폴트롭은 도급업 대금만으로도 상당한 재산

을 모을 수 있었다. 특히 시공주로부터 현금 대신 임차권을 대금 성격으

로 받은 경우 이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을 확

장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이 마련되었다.92) 토마스 영(Thomas Young)은 

건설 장인에서 출발한 개발업자의 경력을 잘 보여준다. 본래 목조가(木
彫家, carver)였던 토마스 영은 1670년대 후반 리처드 프리스와 니콜라스 

바번 같은 일급의 개발업자들로부터 목공 도급을 받음으로써 경력을 시

작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1690년대에 이르러 그는 우두머리 개발업자로

서 켄싱턴 스퀘어 개발을 주도할 수 있었다.93) 이처럼 알려진 사례가 아

니더라도 건설은 비교적 적은 비용(도제 수련 및 창업비용)으로 큰 수익

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였다.94) 

92)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101-102.
93) “Gerrard Street Area: The Military Ground, Introduction,” SOL 34 and 34;  “Kensington 

Square and Environs: Introduction,” SOL 36.
94) Earl,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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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발업자의 결집과 이해관계 주장

  17세기 후반 부동산 개발 호황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첨예

하게 몰아갔다. 런던 교외지역의 개발 ‘붐’은 ‘중간부류’ 개발업자, 시공

주, 건설 장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갈수록 도시개발에서 

주도적 위상을 점했다. 왕실은 번성하는 개발업자들을 재정 확보 수단으

로 간주해 통치와 질서를 명분으로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자 했다. 농

촌 지주와 런던 시(市)는 왕실 정책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다. 런던 교외지

역의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자신들의 부와 인력이 그곳으로 유출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부동산 개발 이해당사자들은 결집했고 

자신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회 안팎에서 

왕실, 지주, 런던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른 한편 제도권의 비판과는 

별도의 층위에서 도시 주민들 또한 꾸준히 개발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개발업자의 ‘정당하지 않은 이익’ 때문에 그들이 보유

한 ‘태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당사자들

에게 ‘정당’하지 않다는 비난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했다. 개발업자들의 

관점에서 수익창출의 명분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 왕실, 지주, 런던의 신축 금지와 개발업자의 반론

  왕실과 의회는 통치와 질서를 명분으로 런던의 팽창을 억제하고자 했

다.95) 왕실은 ‘신축에 대한 포고령’(Proclamations against New-buildings)을 

9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례는 런던과 대비된다. 물론 공통점도 있었다. 암스테르담
에서도 개발업자 태반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업에 뛰어 든 시민들이었고, 부유한 
주민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이들이 활용한 전략도 런던과 유사했다. 즉 런던 개발업자
들이 왕과 왕비, 대귀족의 이름을 딴 길거리를 건설했을 때 암스테르담에는 이미 ‘황
제의 운하(kaisergracht)’와 ‘통치자의 운하(herengracht)’가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개발 이익을 쫓는 행태도 비슷했다. 런던에 니콜라스 바번이 있었다면 암스
테르담에는 프란스 우트헌스(Frans Oetgens)가 있었다. 그러나 두 도시의 개발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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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런던 인근의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증개축을 규제했다. 엘리자

베스 1세가 1564년 웨스트민스터 시에 대한 신축 금지 포고령을 처음 선

포했고, 1580년에는 런던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의 포고령을 선포했다. 

스튜어트 왕조 또한 1602, 1607, 1608, 1625, 1628, 1630년에 걸쳐 거듭 

같은 취지의 포고령을 선포했다. 의회는 왕실만큼 신축 금지에 적극적으

로 나서지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전례를 남겼다. 우선 1588년 ‘4 에

이커 택지 법’을 제정하여 주택 한 채당 4 에이커 택지를 갖출 것을 규

정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자치시(自治市, Borough)와 숲, 광산, 강, 바다에 

면한 지역은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이 법은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아닌 교외지역의 신축을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

했다. 1592년에는 왕의 포고령과 유사하게 런던 교외지역의 신축을 전면

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다만 시행기한을 다음 의회 회기

까지 한정하는 단서조항이 붙었다.96) 의회는 1657년 역대 포고령과 법률

을 근거로 지난 30년 동안 ‘불법’적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97) 왕정복고 이후에도 신축을 향한 공식 노선에는 변

함이 없었다. 왕실은 1661년, 1671년에도 신축 금지 포고령을 선포했고 

처한 상황은 상이했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시민 계층과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도시 당
국 그리고 홀란드 의회까지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공식 직책과 기구를 두어 
도시개발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런던에서는 지방 귀족, 지주는 물론이고 시 당국과 
의회까지도 런던의 확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1570년대부터 1650년대까
지 암스테르담은 시 당국의 주도 아래 4차례에 걸쳐 시의 경계를 확대했는데, 이는 
1670년대 런던 개발업자들이 보기에 부럽기 그지없는 전범이었다. 암스테르담의 확장
과 개발사(史)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주경철, 민유기 외, 『도시는 기억이다 공
공기념물로 본 서양 도시의 역사와 문화』 (서해문집, 2017), 제6장. 이 시기 네덜란드 
역사에 대한 개설은 다음을 참고하라. 주경철, 『네덜란드 튤립의 땅, 모든 자유가 당
당한 나라』 (산처럼, 2008), 제2부.

96) ‘4 에이커 택지법’은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의 인구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빈민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36-39.

97) 도심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런던 구 참사(Aldermen of the Ward)에게, 교외지역에 대
한 관할권은 각 주의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에게 주어졌으며 제대로 법령을 집
행하지 못한 경우 처벌, 면직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적발된 개발업자, 집주인, 일꾼들
은 성실청 법원(Star Chamber)에 출두할 것이 요구되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 H. Tawney and E. Power (eds.), The Tudor Economic Documents (London: 
Longmans, Green & Co., 2 vols., 1924; 1953), I, 278-80; James F. Larkin and Paul L. 
Hughes (eds.), Stuart Royal Proclamatio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vols., 1973), I, 172-5, 194, 267,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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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1670년, 1674년, 1678년 세 차례에 걸쳐 신축 금지를 심도 있게 

고려했다.98) 

  신축 금지의 명분은 통치 질서의 확립이었다. 1607년 포고령에 의하면 

“도심과 교외지역에서의 어마어마한 신축건물의 지속적 증대”는 도시인

구의 막대한 증가로 이어져 “기존 관리들과 그들의 일상적 관할구역으로 

잘 통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며 각종 유행

병 때문에 “국왕이 사랑하는 신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었다. 이듬해 포

고령은 신축 금지의 명분으로 “통치, 생계, 건강, 안전”을 명시했고 이는 

1619년부터 “일반적인 공공의 이해”(generall and common good) 즉 공익

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99) 반면 같은 포고령은 당국에 정면으로 도

전하면서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기존의 패악과 폐해를 지속하고 증

대”하는 ‘불법방해’(nuisance)로 규정했고, 건설업자의 의도로는 ‘탐

욕’(covetous desire)을 적시했다. 1619년에는 “자신의 이익을 향한 사적인 

고려”(private respect of their owne gaine)가 신축 행위의 동기이자 속성임

이 명시되었다.100) 교외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이 질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왕실과 의회가 공표한 ‘통치 질서’에는 사실 세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

영되었다. 우선 왕실은 금전을 받고 건설 면허를 발부함으로써 스스로 

신축 금지의 기본원칙을 훼손했고, 여기에 더해 위반자들에게 법적 책임

을 묻기보다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사후적으로 면허를 발부하는 

관행을 조장했다. 따라서 17세기 초반부터 왕실의 포고령이 재정 확보 

목적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1607년 포고령은 신축 금지의 목적이 

“왕의 이익”이 아닌 공익임을 강조했으나 1619년 포고령에서 “왕실 포고

령이 금전적 시혜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전염병 같은 생각”이 사람들 사

이에 확산되었음을 시인했다.101) 대귀족도 군주의 변덕 앞에서는 무력했

다. 베드포드 백작은 1630년 2,000 파운드를 왕실에 납입하고 코벤트가든 

98)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40-60.
99) Larkin and Hughes (eds.), Stuart Royal Proclamations, I, 438.
100) Larkin and Hughes (eds.), Stuart Royal Proclamations, I, 193, 345, 428.
101) Larkin and Hughes (eds.), Stuart Royal Proclamations, I, 194,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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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대한 면허를 획득했으나 선대 백작의 ‘불법’적인 건설 활동에 대

한 사후 승인 조항이 면허장에 ‘실수’로 누락되면서 1634년 그 대가로 

또 다시 2,000 파운드를 납부해야 했다. 집안의 ‘전승’에 따르면 백작은 

이를 두고 누누이 원통해 했다.102) 

  또 다른 이해당사자는 지방과 런던 시였다. 런던의 성장으로 인한 지

방의 ‘피해’는 1607년 포고령에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이에 따르면 런던

의 건물 신축과 인구 증가는 통치 질서를 교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도시와 마을의 인구를 격감”시키고 “[지방의] 교역을 쇠락시켰다.”103) 

왕정복고 이후 1670년 11월 오랜만에 의회에서 신축 금지가 논의되었을 

때도 포문을 연 것은 “지방 도시가 가난해졌다”는 한 의원의 발언이었

다.104) 지방의 ‘쇠락’은 사실 농촌 지주의 지대수입 감소를 의미했다. 지

주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1678년 2월 신축 금지가 또 다시 의회에서 논

의되었을 때, 한 의원은 지방 지주들의 ‘불편함’이 과연 신축 금지의 적

법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반문하기도 했다.105) 다른 한편 1666년 대화재 

이후 런던 시 또한 비슷한 주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불타버린 도심의 

재건이 거의 완료된 1672년 무렵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자 시 

당국은 교외지역의 개발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시 당국은 

1672년 경 국왕에게 시의 재건을 위해 교외지역의 신축을 금지할 것을 

간청했다.106) 의회 안에서도 신축 금지 법안이 런던 시의 이해관계를 보

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암암리에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

아 런던 시가 이 무렵 교외지역 도시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부

상했음을 알 수 있다.107)

  1670년대를 거치면서 신축 금지는 의회 안에서 점차 더 논쟁적인 화제

가 되었다. 같은 시기 교외지역에서 한창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호황이 

102) “General Introduction,” SOL 36.
103) Larkin and Hughes (eds.), Stuart Royal Proclamations, I, 172-175.
104) 인용구는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35쪽에서 재인용(인용구 원 출처: 

Anchitell Grey, Debates of the House of Commons, From the Year 1667 to the Year 
1694. Collected by the Hon. Anchitell Grey, Esq. (London, 1763), I, 301-302).

105)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56-57.
106) Porter, The Great Fire of London, 128-129;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40-43.
107)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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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눈엣가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왕이 요청한 특별세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해 1670년 11월 의회에서 신축 금지가 논의되었을 때만 

해도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대체로 기존의 논의를 반복하는 데 그쳤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별세 찬성자들은 지방의 ‘쇠락’을 운운했고, 반대자

들은 신축 금지 제안의 적법성 여부를 주요 논거로 활용했다. 이는 1657

년 호국경 시절 신축 금지가 추진됐을 때 의회에 제출된 반대 청원과 비

슷한 내용의 반론이었다.108) 반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588년 제정된 ‘4 

에이커 택지 법’에서 도시는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1592년 제정된 신축 

금지법은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에 대한 보통법

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역대 국왕의 포고령 또한 

적법한 근거를 누락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새로운 법의 근거가 될 수 없

었다. 여기에 더해 반대자들은 법안 제안대로 신축이 ‘불법방

해’(nuisance)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대가로 불법방해 행위를 용인하는 것

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축 금지 제안은 조세위원회 단

계에서부터 부결되었다.109)

  이후 의회에서 다시 신축 금지가 논의되었을 때는 찬반론 모두 사뭇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1674년 신축 금지 법안 찬성자들은 당시 본격적

으로 진행되고 있던 교외지역 건설 사업을 직접 겨냥했다. 한 의원은 

“주교와 귀족의 대저택들이 모두 영세한 집들”로 뒤덮이는 세태를 ‘개

탄’했다.110) 이는 1673~1674년에 걸쳐 개발업자들에게 매각된 후 허망하

게 허물어진 유서 깊은 런던 별궁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요크 저택

은 본래 역대 요크 대주교가 기거한 런던 별궁이었고, 니콜라스 바번이 

매입해 허문 에섹스 저택은 본래 동명의 백작가문이 수세대 동안 소유한 

곳이었다. 1678년 논쟁이 다시 점화되었을 때는 이와 같은 부동산 개발

108) “The Humble Petition of Sundry Owners and Tenants” (1657); 1657년 청원자들은 스
스로를 “Free People of this Nation”이라 지칭하는데, ‘자유인’으로서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보통법에 토대를 둔 소유권 행사,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였다. ‘Free people’의 용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지향, 『근대로
의 길: 유럽의 교훈』 (2017), 62.

109)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45-47. 
110)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48쪽에서 재인용(인용문 원 출처: Grey, Debates, 

II,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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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산을 모은 개발업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지주들만큼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저 누린다는 것이었다. 역사적 유산

을 희생하면서까지 수익을 갈구한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비난은 

런던 시의 개발 억제 노력과 합쳐져 법안 찬성자들을 결집하는 데 성공

했다. 따라서 1670년 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부결된 바 있었던 신축 금지 

제안이 1674, 1678년에는 모두 본 회의에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특히 

1674년에는 법안이 상원에까지 올라왔다.111)

  그러나 신축 금지 법안은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1674년에는 상원에서 

법안이 표류하다 잊혀졌고, 1678년에는 하원 표결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

했다. 법안 찬성자들의 맹공이 두 경우에서 모두 강력한 반대세력의 결

집을 초래했기 때문이다.112) 의회 안에서 반대파를 대표한 인물은 토마

스 클라지스 경(Sir Thomas Clarges)이었다. 그는 런던 편자공(farrier) 집

안 출신으로 크롬웰 정부 때부터 수십 년 간 의석을 지킨 대표적 의회파 

인사였고, 또한 ‘부업’으로 런던 부동산 개발업자로 활약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113) 1675년 상원은 상정된 신축 금지 법안에 대해 단서 조항을 

제의 받기로 결정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단서 조항을 제안한 바” 이

를 모두 수용할 경우 법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

달했다. 이디(Edie)의 연구에 따르면 단서 조항의 제안자들은 교외지역의 

토지 보유자(landholder)들이었다.114) 1678년 법안이 하원 표결에 상정되

111)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53, 60.
112) 1670년대 신축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 큰 맥락에서 17세기 동안 지속된 여

러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과 관련이 있다. 왕실이 후원한 독점권과 왕실 바깥 집단의 
대립구도가 여러 분야에서 형성되었고, 후자가 영국혁명을 경험하며 점진적으로 우위
에 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힘의 전복이 부동산 개발에서도 관철되었던 것이다. 대
서양 교역과 영국혁명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주경철, 「대서양 세계의 
형성과 ‘서구의 흥기’」,『역사학보』232 (2016): 22. 

113) A. A. Hanham, “Clarges, Sir Thomas (1617?–1695), Politician,”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accessed December 18,  2017,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5
453; Summerson, Georgian London, 43.

114) ‘landholder’는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뜻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landlord’와 대비하여 
임차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ˈLandˌholder, n.”, OED Online, June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December 12, 
2017,http://www.oed.com/view/Entry/105468?redirectedFrom=landholder.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5453
http://www.oed.com/view/Entry/105468?redirectedFrom=land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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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에도 왕세자 요크 공작(훗날 제임스 2세)은 서신에서 꽤 많은 의

원들이 교외지역 개발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115) 의회에서 런던 부동산 

개발에 관여한 ‘중간부류’ 및 지주 출신 투자자들이 상대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1670년과 달리 1674년 이후의 논쟁은 의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교

외지역의 개발업자와 시공주들은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의회 밖에서도 신

축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을 적극적으로 역설했다. 1678~1680년 사

이에 출판, 유통된 전단지와 책자들은 의회 내부 논의와 마찬가지로 신

축의 법적인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1678년에 배포

된 한 전단지는 제1항에서 법의 기본 원칙을 천명했다. “보통법은 건물

의 증대를 매우 지지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은 ‘불법방해’가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불법(malum in se)이 아닌 것은 단지 규모가 증대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점은 그 자체로

는 해악이 없는 사안이라도 증대되어 폐단이 발생하면 ‘불법방해’로 간

주해야 한다는 의회 내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다. 또한 이 전단지는 새로

운 법안에 적법한 근거가 없으며(1588, 1592년 법률의 단서 조항들), “신

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invasion upon the rights of the subjects)와 “재산

에 대한 피해”(prejudicial to men’s property) 때문에 유사한 취지의 법이 

취소된 전례를 강조했다.116) 보통법과 재산에 대한 호소는 1680년 전단

지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보통법은 주택을 ‘보존’하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여타 ‘잘못된’ 법률과 명분을 구실로 삼아 새로 지은 “건물

을 허무는 것”은 재산 박탈(forfeiture of estate)로 간주되었다.117) 

  개발의 이해당사자들은 법적인 논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법적 

115) Edie, “New Buildings, New Taxes,” 53, 59.
116) “Arguments Concerning the New-Buildings.” (1678); 노르만정복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보통법 체계는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은 법제였다. 
16세기 이후 보통법은 왕실의 ‘월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방 유력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다듬어져 왔다. 1670년대 신축 옹호자들은 새로운 경제현실을 토
대로 보통법의 원칙을 자신들의 권리주장에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박지향, 『근대로의 
길: 유럽의 교훈』, 52-53.

117) “Reasons Against Taxing and Prohibiting New Foundations”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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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권리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 신축을 ‘불법방해’로 간주

하는 데 핵심 근거를 제공한 주장과 그 옹호자들을 비판했다. 대표적인 

책자로 니콜라스 바번이 1678년 익명으로 출판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물 신축의 효능에 대한 논의(A Discourse Shewing the Great Advantages)』

가 있다.118) 저자는 이 책자에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을 전개했다. 하나는 

건설 산업이 통치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교외지역 개

발이 런던 시와 지방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우선 건물 신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번영

과 사회질서의 기초를 마련했다. 건설은 “7년 동안의 견습”을 수료한 벽

돌공, 목수, 석공, 미장이, 목조가, 기와장이 뿐 아니라 벽돌, 석회, 목재 

등 자재를 생산, 유통하는 분야 그리고 가구제작 등 주택 마감에 관계된 

분야에도 일자리를 제공했다.119) 

  또한 건설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부에 기여했다. 도시 사람

들은 “먹고 입고 살기 위해 상호간 교역에서 생기는 이익”에 의존했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도시의 소비문화는 이와 같은 ‘교역에 대한 

의존’을 높임으로써 점점 더 다양한 업종의 발전을 촉진했다. “농촌의 

향락은 먹고 마시는” 데 있으나 도시민의 “마음은 여유를 바탕으로 욕망

을 충족시키고자” 하여  “삶의 안락과 겉치레”에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리고 교역에 의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쟁이 증진되었고” 

이는 근면으로, 그리고 근면은 부유함으로 귀결되었다. 책자의 저자는 

‘빈곤과 경쟁’을 노동의 두 가지 동기로 제시했는데 빈곤은 충족되는 순

간 노동하기를 멈추지만 “경쟁은 지속적으로 근면함을 촉진하고 휴지(休
止)를 불허하며 만족을 몰랐다.”120) 저자에 따르면 도시민의 부는 국가의 

질서를 보장하는 가장 확고한 토대였다.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는 

큰 세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고도로 교역에 의지하는 사회적 특성 때문

118) 이 책은 익명으로 출판되었지만 니콜라스 바번이 1685년 출판한 An Apology for the 
Builder (London: Cave Pullen, 1685)와 내용적으로 유사하여 보통 바번이 저술한 것으
로 추정된다. 

119) A Discourse Shewing the Great Advantages that New-Buildings, and the Enlarging of 
Towns and Cities do Bring to a Nation (London, 1678), 2-3.

120) A Discourse Shewing the Great Advantage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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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성원들이 평화와 안정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기 때문이었다.121) 

이처럼 부동산 개발의 옹호자들은 건물 신축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번영과 질서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한 세기 넘게 건물 신축과 도시 성장을 무질서의 원흉으로 간주한 

통치자들의 주장은 반론에 직면했다. 

  이어 책자의 저자는 신축 반대세력의 양대 축인 농촌 지주와 런던 시

민의 주장을 각각 반박했다. 책자에 따르면 지방 유력자들이 주장한 농

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런던 교외지역의 개발이 아닌 농촌 내부에 있었

다. 농촌 인구가 농촌이 제공하는 일자리보다 많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

었기 때문에 이촌향도(離村向都) 현상은 도시에 의한 농촌 인구의 감소

라기보다는 잉여 인구의 단순한 '이전'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주들이 

통탄한 지대수입 감소는 인클로저와 배수 기술 개선 등 각종 혁신을 통

해 농업생산성이 증가하고, 농산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초래된 

문제였다.122) 

  저자는 런던 시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태도로 응수했다. 아마도 1670

년대 중반부터 신축 금지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바뀐 시 

당국의 태도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책자에 의하면 교외지역 주민 

대부분은 소규모 상공업자였고 런던 시에서 도제로서의 수련을 마쳤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작은 교외지역 상공업자들은 런던 시의 대상, 도매

상과 경쟁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 사업에 새로운 수요처가 되었다. 

런던 시의 소(小) 상공업자 입장에서도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른 런던보

다 교외지역에 도제들이 가게를 내는 것이 더 유리했다. 게다가 많은 비

용과 시간을 들여 도제 기간을 수료한 신진 장인들에게는 자신만의 사업

을 차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본인의 사업을 물려줄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이들을 고용인으로 도심에 붙잡아 놓으려는 시

(市) 상공인들의 태도는 합당한 처사가 아니었다.123)  

  1670년대 신축 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귀족·지주 그리고 ‘중간부류’의 

121) A Discourse Shewing the Great Advantages, 8. 
122) A Discourse Shewing the Great Advantages, 13-14.
123) A Discourse Shewing the Great Advantages,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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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이 아니었다. 찬반 양 진영에는 두 집단이 모두 존재했다. 각 진영은 

부동산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이해손실이 갈린 사람들이 사회 계층을 뛰

어넘어 집결한 것에 가까웠다. 그러나 토마스 클라지스 경, 니콜라스 바

번 등 ‘중간부류’ 출신의 개발업자, 투자자들이 의회 안팎에서 반대여론 

형성을 주도했고, 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중간부류’적 주장이 반대여론의 

핵심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해관계 

주장은 17세기 후반 부르주아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의 일

면이었다.124) 

2. 수익 창출의 정당성 주장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활동이 왕실, 런던 시처럼 제도권의 주요 세력에

게서만 불만을 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사업 활동은 무엇보다도 기존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기 쉬웠다. 특히 개발업자들

은 기존 주민들이 '태고의 권리'라 주장한 것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

다. 일찍이 1590년대에 존 스토우(John Stow)는 런던 인근의 공유지 개발

을 이와 같은 근거로 비판한 바 있었다.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벌판에 “지저분한 건물들”이 “침범”(incroachment)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박장으로 “기어들어가” 

공동체의 신체적, 도덕적 건강이 위태롭게 되었다. 또한 건물들의 ‘침범’ 

때문에 가축의 이동, 교역까지 방해를 받게 되었고, “아름답고 기분 좋은 

산책”도 어려워졌으며 도시 초입의 전경도 “꼴사납게”되었다. 존 스토우

는 이러한 변화를 옛 사람들이 겪은 자연재해에 준하는 “현 시대의 재

앙”이라고 명명했다.125) 

  공유지에 대한 원주민들의 권리 주장은 17세기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126) 1630년대 링컨 법학원(Lincoln’s Inn)의 법률가들은 인근 평

124) 영국혁명 이후 20세기까지 시민사회가 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
라. 박지향, 「영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달」, 『아시아 문화』 10 (1994).

125) Stow, The Survey of London, 76, 95-96,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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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개발하려는 윌리엄 뉴튼의 계획에 반대하여 추밀원에 청원했다. 개

발로 인해 법학원 법률가들이 누렸던 신선한 공기 대신 "불쾌하고 유해

한 악취"가 풍기게 되어 공부에 방해가 될까 우려된다는 것이었다.127) 

1680년대 니콜라스 바번 또한 비슷한 비난에 직면했다. 이번에도 링컨 

법학원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바번의 개발로 인해 개발용지에서 그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도보 또는 마차로 통행을 해온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레이 법학원(Gray’s Inn)의 법률가들 또한 인근 레드 라이언 

벌판의 개발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종종 휴식을 위해 벌판을 찾아온 

“양식 있는 사람”들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니

콜라스 바번은 ‘태고의 권리’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민

한 사업가답게 바번은 ‘태고의 권리’라는 것이 사익에 대한 그럴듯한 위

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파악한 법률가들의 실제 동기는 개발지

역 일대에 주택을 소유한 그들의 “사사로운 이익과 의도”였다.128)

  기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사사로운 이익과 의도”라 파악한다 해도 

개발업자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기존 주민의 ‘이익과 의도’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질 때 더욱 그러했다. 

니콜라스 바번은 한 개발 사업에서 토지 고르기에 사용할 잡동사니와 쓰

레기 더미를 몇 달 동안 공터에 쌓아두어 인근 주민들을 괴롭혔다. 에섹

스 저택 부지의 재개발에서는 기존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까지 틀어막아 인근지역 건물의 지하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바번은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원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 사

이에 내분을 조장해 반강제적으로 임차인들을 내쫓기도 했다. 한 임차인

은 바번의 처사에 항의하며 그가 “정당하지 않은(unjust) 이익과 이득” 쫓

는다고 비난했다.129)

126) 도시민들이 ‘공동의 권리’ 또는 ‘태고의 권리’를 영위다고 주장한 땅이 반드시 법률
적으로 공유지일 필요는 없었다. 소유자가 명확한 경우라도 통행, 여가, 놀이, 교역 등
에 대한 공중의 권한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다.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30.

127) “Lincoln's Inn Fields: Introduction,” SOL 3.
128)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8-29.
129)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220, 241; 인용구는 McKellar, “Architectural 

Practice,” 77쪽에서 재인용(인용구 원 출처: PRO C10/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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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670~80년대에 활동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나름대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 시장 규칙에 대한 

믿음은 수익 창출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는 1650

년대부터 활발히 출판된 부동산 투자 책자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집단을 대상으로 쓰인 투자 책자들은 

시장이 나름의 수학적 규칙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규칙을 

따라 도출된 가격과 이익에 당위성을 부여했다.130) 따라서 규칙에 입각

한 수익률 달성은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지녔다. 수단은 그 다

음의 문제였다. 시장의 규칙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부동산 자산의 

시장가치 및 임차소득(수익)의 관계가 복리계산에 의한 원금 증대(이자)

와 동일한 수학적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건물에 적용

되는 수익률이 자산의 위험성(시공 및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며 따라

서 자산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위험한 자산인 만

큼 수익률이 높아야만 했다. 시장의 규칙성은 이익추구가 ‘탐욕’과 근본

적으로 구분되는 합리적 행위임을 함의했다. 

  투자 책자들에서 부동산시장은 이자율의 규칙이 작동하는 장(場)으로 

표상되었다. 존 펜키스먼(John Penkethman)은 일찍이 1629년 연간 “지대

소득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총 수익은 원금에, 이자와 이자[즉 복리]를 

130) 부동산 투자 책자는 여러 형태를 띠었다. 기본적으로 이자율의 원리와 계산방법을 
주로 다루면서 부동산 가치계산을 같이 다룬 책은 다음과 같다: Richard Witt, 
Arithmaticall Questions (1613); William Webster, Webster’s Tables (London: M. Flesher, 
1629), Richard Lever, Tables of Interest (London: George Miller, 1631), Robert Butler, 
The Scale of Interest (London: John Norton, 1633); William Purser, Compound Interest 
(London: R. M., 1634); John Newton, Scale of Interest (London: Dixy Page and Allen 
Bancks, 1668); 수학교재의 성격이 강한 책은 다음과 같다: John Johnson, Iohnsons 
Arithmetick (London: Augustine Matthews, 1623); Edmund Wingate, Arithmatique Made 
Easie (London: P. Stephens and C. Meredith, 1630); 다음의 책들은 농장경영 등 다른 
분야의 매뉴얼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문제를 부분적으로 같이 다룬 책들이다: Thomas 
Clay, Briefe, Easie, and Necessary Table (G. Eld and M. Flesher, 1622); Thomas 
Willsford, Scale of Commerce (London: Nathan Brook, 1659); 이하의 책들은 부동산 투
자와 건설시공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들이다: John Penkethman, Purchasers Pinnace 
(London: John Haviland, 1629); Henry Phillippes, Purchasers Pattern (London: R. & W. 
Leybourn and T. Pierrepont, 1653); John Newton, Sixteenpence in the Pound (1657); 
Stephen Primatt, The City and Countrey Purchaser and Builder (London: Thomas Rookes, 
1668), William Leybourne, A Platform for Purchaser (London: Thomas Raw,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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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 것”임을 설명하고, 따라서 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같은 원금이 “이

전과 동일한 액수만큼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지대소득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금, 즉 부동산 자산 자체의 현재가치가 증대되

어야 함을 설명했다.131) 이러한 관점은 수학교사 윌리엄 리번(William 

Leybourne)이 1668년 ‘희곡’ 형식으로 집필한 부동산 투자 책자에서도 주

인공 ‘이성’(Rationarius)의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반복되었다.132)

  이와 같은 책자들에 의하면 자산으로서 주택이 갖는 특성 때문에 부동

산 투자의 높은 수익률은 정당화되었다. 헨리 필립스(Henry Phillippes)는 

1653년 저서에서 주택은 건설에 비용이 많이 들고, ‘화재, 폭풍, 전쟁’ 등

에 취약하며 “주택의 상태와 연한”에 따라 추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주택에는 8~12% 수익률이 

적당하다고 분석했다.133) 특히 건물을 시공하는 경우 비용지출이 막대하

므로 8%를 “현명한 건설업자”(wise builder)가 요구해 마땅한 최저 수익

률로 설정했다.134) 필립스가 이처럼 ‘현명함’의 최저요건으로 내세운 8% 

수익률은 국가가 정한 법정 이율 상한선 6%를 초과했다. 17세기 중반까

지만 해도 법정 상한선을 넘는 수익률은 여전히 ‘고리대금’의 혐의를 받

곤 했다. 따라서 1630년대까지 출판된 투자 저서들은 자산 위험성과 이

율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高) 이율은 ‘거짓’(false)이라 명명했고, 

“일반적 사용을 위해 권장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를 간곡히 

권유했다.135) 그러나 헨리 필립스와 1660년대의 저자들에게 부동산 투자

의 최저 수익률은 법정 상한선과 무관했다. 시장의 규칙은 “비굴한 탐

욕”(slavish covetous[ness])을 경계하고, “정당하고 진실하며 공통된 이익

과 소득”(just, true and mutuall profit and gain)을 보장했다.136) 개발업자의 

131) Penkethman, The Purchasers Pinnace.
132) 투자서 저술가들은 복리가 수학적 규칙임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이 자연법칙에 근거

한다는 인식을 전제했다. 일찍이 1603년 리처드 위트는 법정이율 상한선(10%)을 반영
한 이율(1.1)의 지수 값을 간단한 표로 작성하여 제시했다. Witt, Arithmeticall 
Questions, 1, 44-47; 투사 책자들에서 사용하는 계산 방법은 오늘날 경제활동에서 기
본적으로 통용되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그리고 소득흐름을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133) Phillippes, Purchasers Pattern, 8-10, 15.
134) Phillippes, Purchasers Pattern, 10-11.
135) Purser, Compound Interest, 82-83.
136) Phillippes, Purchasers Pattern,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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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거친 기대 수익은 원주민의 반발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과 무관하

게 ‘정당’할 수 있었다.

  시장 법칙에 근거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또한 ‘이성’의 작용이었다. 헨

리 필립스에게 사안의 위험성을 판별하고 적합한 이율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물의 속성을 아는 이성(reason)과 판단력(judgement)”이었다.137) 

필립스보다 10여년 뒤에 투자 책자를 저술한 스티븐 프리마트(Stephen 

Primatt)는 독자를 줄곧 ‘재간 있는 독자’(ingenious reader), ‘재간 있는 실

행자’로 지칭하는데 그와 같은 독자가 지녀야 할 요건으로 “수학에 능한 

기예(arts)”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는 ‘이성’과 ‘판

단력’을 꼽았다. 이처럼 시장 가치를 올바르게 판별하고 그에 따라 이율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독자는, 프리마트에 따르면 ‘구상자’(projector)의 

무분별함과 전혀 달랐다. ‘구상자’는 “실제 수행하기 보다는 망상과 상상

이 더 풍부”했고 비용과 수익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138) ‘구상자’는 본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다방면의 정책, 제도, 기

술과 기예를 고안한 사람을 지칭했으나 16세기 후반 이래 독점권 남발에 

의한 사회적 폐단과 연관되면서 ‘구상자’는 점차 공익을 명분으로 비현

실적이거나 사기성이 짙은 계획을 남발하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상은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공익에 대한 명분과 구상의 실

현가능성, 그리고 비용 및 수익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태도에 대한 사회

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139) 

  프리마트는 ‘사물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구상자’와 “재간 

있는 실행자”(ingenious undertaker)를 구별함으로써 후자의 행위가 이성의 

소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부동산 개발 주체

들에게 충분한 호소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바번의 개발 때

문에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처럼 보다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

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실제로 17세기 내내 니콜라스 바번을 

137) Phillippes, Purchasers Pattern, 3.
138) Primatt, The City and Countrey Purchaser and Builder, 1, 28.
139) Koji Yamamoto, “‘Projecting’ in Seventeenth- and Early Eighteenth-Century England,” 

PhD thesis, University of Yo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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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리처드 브롬의 희곡 속 인물 ‘룩스빌’처럼 

다름 아닌 ‘구상자’로 지칭되곤 했던 것이다.140)

140) 1630년대 코벤트가든 개발 때부터 개발업자(시공주)는 ‘projector’라는 멸칭으로 불리
곤 했다. 서론 인용문에서도 개발업자 ‘룩스빌’이 ‘projector’로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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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8세기 이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서 귀족, 지주들은 다시금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개발 과정을 통제하고 더 많은 수

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급 개발업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리인을 

고용해 개발 과정을 감독하고자 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중간부류

' 개발업자들이 형성한 개발 사업의 구조는 18~19세기 동안 계속 유지되

었다. 17세기 후반과 달리 후대의 개발 사업에서는 대부분의 귀족 영지

가 존속했지만 토지는 여전히 큰 단위로 분할되어 소수의 중간급 개발업

자들에게 임차되었다. 지주들이 대리인으로 고용한 측량기사, 법률가, 건

축가들은 고용인 신분에 머물지 않고, 인맥을 십분 활용해 직접 고용주

의 토지를 큰 단위로 임차해 개발했으며, 고용인이 아닌 개발업자들도 

귀족들의 사업에 개입하여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벌였다.141) ‘중간부류’ 

사업가와 투자자들은 귀족들이 주도한 개발 사업에서 일종의 ‘협력자’로 

남아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했던 것이다. 

  제임스 버튼(James Burton)과 토마스 큐빗(Thomas Cubitt)이 대표적이었

다. 스코틀랜드 건설업자의 아들인 제임스 버튼은 1780년대부터 1820년

대까지 런던 근교에 산재한 귀족들의 개발 사업에 중간급 개발업자 또는 

시공주로서 관여했다. 그는 2,300여 채의 집을 개발, 시공했고 사업 규모

는 185만 파운드에 달했다.142) 한편 노포크(Norfolk) 지방의 목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 큐빗은 182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그로브너(Grosvenor) 

백작가 등으로부터 토지를 수 십~수 백 에이커 단위로 임차해 개발했고, 

제임스 버튼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어 죽을 때 백만 파운드의 유산을 남

기기도 했다. 이는 나라 전체에서 손에 꼽을 만큼 막대한 재산이었다.143)

141) Summerson, Georgian London, 98-112, 163-176; Chalklin, The Provincial Towns, 234.
142) Roger Bowdler, “Burton [Haliburton], James (1761–1837), Builder and Developer,”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accessed December 21, 2017,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50182.

143) Hermione Hobhouse, “Cubitt, Thomas (1788–1855), Builder.”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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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18~19세기 동안 런던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호황을 거듭하

고 부동산 이해당사자들의 부가 증대될 수 있었던 토대에는 17세기 ‘중

간부류’ 개발업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을 

처음 구상, 추진한 것은 귀족이었다. 1630년 베드포드 백작이 개발한 코

벤트가든은 이전의 난개발과 다른 주거 기준을 제시했고 즉각적인 성공

을 거두었다. 영국내전 동안 비슷한 종류의 개발은 중단되었지만 왕정복

고와 런던 대화재를 거치면서 서쪽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옛 귀족들의 별

궁과 너른 벌판을 새 건물과 ‘광장’으로 뒤덮는 개발 ‘붐’이 일어났다. 

이 개발 호황을 주도한 것은 토지에 뿌리가 없는 ‘중간부류’ 출신의 개

발업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동산 개발 특유의 중층 구조가 존재했다. 개발 구

조의 말단부터 각기 다른 지위와 수준의 사람들이 개발에 광범위하게 참

여했던 것이다. 다양한 개발 주체들이 구성한 촘촘한 중첩 구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불리고, 보다 더 큰 규모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와 자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확산될수록 ‘피해자’들이 개탄하는 목소

리도 커져갔다. 특히 왕실은 17세기 후반까지도 통치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발업자의 활동이 이러한 가치의 대척점에 있다는 관점을 고

수했다. 농촌 지주들 또한 런던의 성장이 자신들의 부를 탈취했다고 믿

었다. 1670년대 부동산 호황은 기존 주장에 더 큰 힘을 실어 주었다. 

1666년 대화재를 겪은 런던 시 당국도 피해 복구가 지연될 기미가 보이

자 교외지역의 도시화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축 반대 세력의 광

범위한 연합과 167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의회 논쟁을 목격하면서 부

동산 이해당사자들은 결집했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치

적 영향력을 활용해 의회 내 여론을 움직였고, 각종 책자와 전단지를 유

포해 자신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은 국부를 증대

하기 때문에 통치 및 질서에 기여하고, 농촌과 런던 시가 주장한 ‘피해’

는 개발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Biography, accessed December 21, 2017, 
http://www.oxforddnb.com/view/10.1093/ref:odnb/9780198614128.001.0001/odnb-9780198614128-e-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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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교외지역 주민들은 제도권과는 다른 층위에서 불만을 표시

했다. 일조, 통행, 여가, 용익권 등 그들이 ‘태고의 권리’라 주장한 것들

이 새로운 개발 때문에 침해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발업자들은 이 주

장이 사사로운 이익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지만 당시 일부 사

람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는 그들의 비난이 사사로운 문제제기가 아님을 

함의한다. 개발업자들의 활동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왕실, 농촌, 런던 

시의 주장보다 쉽게 반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

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그들의 활동은 나름의 사유로 정당했다. 정당

성은 개발업자들의 관념 속에 이미 안착된 개념이었다. 부동산시장은 이

율의 규칙이 지배한 장(場)이었고, ‘이성’에 입각해 위험요인을 판단하고 

도출한 기대 수익은 합당하기 그지없는 목표였다. 이와 같은 이해 주장 

및 정당성 구성에 기초해서 토마스 큐빗 같은 18~19세기의 대(大) 개발

업자들은 더 거침없이 수익창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1670~80년대를 거치면서 ‘중간부류’ 출신의 크고 작은 개발업자들은 

도시 공간 형성을 주도하는 경제 집단으로 대두했고, 사회적, 제도적 제

약을 극복하는 가운데 동일한 이해관계를 자각, 주창하는 사회세력으로 

부상했다. 물론 ‘구상자’라는 혐의를 받은 ‘룩스빌’처럼 개발업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은 꾸준히 나타났지만 1670년대 이후 개발업자의 활동을 제

재할 수 있는 힘으로 결집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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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seek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rge scale urban 

development and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in early modern London, 

which arose to be one of the largest metropolis in Europe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Urban real estate development is a thematic crossroad 

for socio-economic history and other fields of study such as urban studies, 

for it takes some level of historically formed social and economic powers to 

influence the shaping of urban spaces in certain directions. Early modern 

London provides an important historical account in which a transformative 

power was wielded by a group of profit-seeking, ‘middling’ entrepreneurs. 

The seemingly chaotic shape of central London is sometimes held as an 

evidence for spontaneous and uncontrollable nature of market economy. 

‘Chaos’ would be misleading though. In fact, most parts of central London 

were developed in rather larger tracts of land as opposed to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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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yways or buildings, and in a much planned and controlled fashion by a 

certain type of agents. 

Large scale urban development in London began with Covent Garden in 

the 1630s and spread to the rest of the metropolis after the Great Fire of 

1666. Real estate ‘boom’ would return repeatedly, but the first of its kind 

occurred in the 1670s and lasted until the early 1690s. The pioneers who 

led the boom were practically everyone with money: peers, gentry, lawyers, 

doctors, and common tradesmen like bricklayers and timber merchants. 

However, those who attracted most interest from historians were the noble 

landlords. Most of the historical works by either social or architectural 

historians concerned themselves with grander and fancier urban developments 

promoted by noble landlord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Only 

in recent years have few historians begun to take interest in urban trading 

and professional people, the ‘middling sort,’ some of whom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actively led the urban developmental process. However, 

changing socio-economic conditions which enabled the success for many 

‘middling’ developers were not taken into full account.

As an attempt to fill in the hole, this thesis looks in depth to the 

economic conditions and the process of social formation that supported the 

rise of the ‘middling’ real estate developers who led the boom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First of all, the structural openness and dynamics of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industry offered a variety of investment 

opportunities to varying degrees of asset holders, thereby enabling some of 

the entrepreneurs and investors to accumulate and socially elevate. Some 

developers held vast tracts of land and were mostly head lessees, but there 

were also smaller developers and builders who held only few yards of 

building land and were mostly placed in lower parts of the lessor-lessee 

hierarchy. Economic disparity existed among the developers, but it was not 

insurmountable. Smaller developers could go bigger by carefully managing 



- 63 -

one’s business, building one or two more houses and getting more credit. 

Even building craftsmen, who were mostly employed by developers in the 

actual construction, could climb up the social ladder and became developers 

in their own right by taking on more contract works. The multi-layered and 

open nature of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dustry enabled ‘middling’ 

newcomers to make it to the creme de la creme of the business, which was 

once reserved to the grandest of grandees. Even those who did not make up 

this far in the ladder could also within their respective status make 

improvements, and they sustained the whole business from below.

The economic prowess of the ‘middling’ developers, when met with the 

development craze of the 1670s, paved the way for the developers to 

acknowledge their shared interest. The real estate boom intensified the 

deeply rooted social conflicts, thereby prompting the developers to strongly 

assert their shared cause and the legitimacy of their business. Already from 

the mid sixteenth century onwards, the growth of London was viewed by 

many social groups with suspicion. The Crown saw it as being detrimental 

to the ruling order and tried to stop new buildings in and around the 

metropolis. The country and the City of London condemned the suburban 

expansion as the main cause for the declining population and rent in their 

respective domains. The established view gained more persuasiveness as the 

Great Fire accelerated the suburban expansion and lagged the much 

anticipated reconstruction of the old City. In order to alleviate the criticisms, 

the Parliament was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to enact laws that could 

ban new buildings in and around the metropolis. As the development outside 

the City gained more speed and vigor during the 1670s, developers who 

seemingly gained the most from it were directly attacked as taking unjust 

profits. Against such charge the interested party began to assert their cause 

vehemently in and out of the Parliament. According to their logic, urban 

development only helped to enforce the ruling order by prov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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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nd vitalizing urban consumption, which would in turn make 

the nation affluent, therefore more governable. The so-called ‘decay’ of the 

Country and the City did not arise from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ers’ interest was at odds with the rights 

accorded to original residents of the soon-to-be developed areas, which was 

claimed to have originated from “time out of mind.” In their view, 

developers were wielding unjust influence to gain unjust profits. However, 

investment manuals which were widely printed from the mid-century seemed 

to offer an explanation for investment principles of urban development and 

its legitimacy by providing mathematical rules and the concept of rational 

judgement in doing business. According to these manuals, urban housing 

investment justly demanded higher rate of profit due to its higher risk. It 

implied a new set of mind, which differed from the ways in which even 

the most profit-seeking manual books criticized higher rate of profit as 

usury and did not recommend its use, which was the norm until the earlier 

part of the century.

During the 1670s and 1680s, the ‘middling’ developers, either big or 

small, became the leading economic and social power in shaping urban 

spaces. Their economic basis was strong enough to culture varying degree 

of developers and potential hotshots, and they realized their shared interest, 

when faced with the established social criticisms. After the eighteenth 

century, noble landlords with large estates would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the urban scene, but the ‘middling’ developers would remain strong, 

for they partnered with the noble landlords, became the actual undertakers, 

and still remained as investors of the business. The developers of the later 

era would no longer face the same degree of soci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as the brave new world of profit-seeking urban development was 

opened up in the previous century by the ‘middling’ foreru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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