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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도시 경성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

다.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과 통계 분석을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을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통계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192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자료로 1929년 지형명

세도와 함께 디지털화하여 공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근대도시로 변화해가는 경성의 모습과 경성 안의 세부지

역인 동부에서의 변화, 이로 인해 형성된 지역성을 살펴보았다. 도

시경제구조가 상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상공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

고,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 경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문제

를 낳았다. 경성부를 확대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와중

에, 동부지역은 1900년대까지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던 한양도성

안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교외로 개발이 확대되기 전 1920년대

까지 경성의 근대도시화와 맞물려 새로운 근대적 모습을 만들어가

고 있었다. 총독부 산하 기관을 포함하여 근대 시설들이 들어서고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신흥부촌으로 성장

해나갔다.

다음으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920년대

경성의 근대도시 면모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동부지역에서의 토

지상황을 토대로 토지면적, 토지용도, 토지소유자를 변수로 하는

토지특성 요인과 주요(예정)도로와의 거리, 전차정거장과의 거리,

도심과의 거리를 변수로 하는 접근성 요인, 그리고 앵커시설과의

거리, 교육시설과의 거리를 변수로 하는 입지특성 요인을 독립변

수로, 평당가격을 종속변수로 설정해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토지특성 요인에서는 토지면적이 클수록, 밭보다 대지

용도일 때, 조선인보다 일본인 소유지일 때 토지가격이 더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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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왔다. 이는 당시 동부지역이 도시화된 지역이었고, 경제

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접근성 요인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로로 이용되던 종로와 이

현대로가 가장 토지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시구개수 예

정도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차정거장과 대

로를 제외한 전차정거장이 설치된 도로는 토지가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당시 전차와의 충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입지특성 요인에서는 앵커시설과 초등

교육시설이 토지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대학 수준의 학

교들은 희소한 가치와 엘리트층 및 중산층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

어 토지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 토지시장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은 근대도시로의 변화

에 따라 그 변화상이 일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며 토지가격에 긍

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역사학과 도시계획학

의 융복합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근대도시

경성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

◆ 주요어 : 근대도시,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토지시장, 도시사

◆ 학 번 : 2017-3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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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Location, location, location”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

하면 단연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부동산 문구이다. 이 문구는 1926년 미국 Chicago

Tribune에 “Attention salesmen, sales manager: location, location,

location, close to Rogers Park.” 라고 실린 부동산 광고에서 비롯되었

다.1) 미국에서는 1926년 당시 매물의 위치가 부동산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동시대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단순한 질문에

서 출발한다. 1920년대 한국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부동산 선택 또는 부

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었을까. 그때의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라는 시대적 격차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지만, 일제의 식민지 시기였기

에 현재와는 분명 다른 시대적 상황이 펼쳐지던 때였다. 이 시기의 부동

산은 지금과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한 편으로 공통점을 발

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 이후 토지제도는 등기부를 기초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근대적 토지제도로 변화해갔다. 일제강점을 시작하기 전

부터 1904년 러일전쟁으로 승기를 잡은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간섭을

심화해나가며 제도 개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를

뒷받침하고자 당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법으로 간주하던 조선의 제

도를 재편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다.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 1907년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 1908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이 바로 일본인

의 조선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는 제도적 장치들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1) 김경환·손재영(2020), 『부동산경제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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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역의 토지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1910년부터 시

작된 토지조사사업이다.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하고 토지조사

에서 확정된 토지소유권을 바탕으로 토지등기를 실시했으며, 지가 조사

를 시행해 1914년 ‘지세령’을 제정하고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사업을 완

료한 뒤 1918년 등기령과 지세령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토지

조사사업으로 소유권자에게 지세를 부과하고 등기부를 구축함으로써 국

가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모든 물권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한다

는 점에서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하였다.

토지제도 근대화의 발판이 된 토지조사사업은 그 의미와 의의에 대하

여 오래 전부터 연구가 있어왔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신

고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결정되는 사정(査定)에 초점을 두어 이

사업이 근대성을 지닌 사업인지, 수탈성의 성격을 지닌 사업인지에 대한

대립적 논의였다. 또한 사업에서 지세 부담을 위한 지가조사도 이루어졌

으나, 토지가격에 대한 초점보다는 지세제도의 변화를 다룬 연구였고, 이

마저도 소유권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지가조사 및 지

세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자연히 근대 토지시장, 토지가격에 대

한 연구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가 근대적 토지제도로 나아가는 과정에 국한되

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이후의 토지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하였고, 토지매매가 수월

해졌다.2) 토지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배타성

을 부여받아 소유권 이동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활발한 토지거래 건수를 축적해나가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토지가

격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도시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변화를 겪으며 근대도시3)로 나아가고 있었다. 근대도시 경성에서

2) 妙香山人, 「朝鮮土地兼倂의 原因 及 現狀」, 『開闢』 제26호, 1922.08.01.
3) 근대는 서양에서 신학 중심의 사유체계가 인간 중심으로 이동한 전환점을 계기로 이
전 시기와 단절된 새로운 시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근대도시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상
업활동이 주였던 이전과 다른 산업체계를 형성하며 이에 기반한 사회구조적 도시를
의미한다. (참고 : 황주영(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 19세기 후반 런
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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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가격은 근대도시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어떠한 요인이 근대

토지시장에서 유효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주제가 제기된

다.

연구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20년대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 이전 시기를 다루는 주제는 얼마나 자

료가 충분한가에 따라 연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가격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모든 토지의 실거

래가격이 공개되고 저장되어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지만, 100여 년 전

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현존하는 개별 가

옥 또는 토지 거래문서가 일부 국가기록원 및 규장각 등 소장되어 있기

도 하지만, 현존하는 문서는 전 국토의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에 대한 연구는

시계열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미진한 상태이다.

1917년과 1927년 발간된 『京城府管內地籍目錄』 (이하 지적목록) 은

부족한 이 시기의 토지가격 연구를 채워줄 연구 자료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경성부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목,

면적, 토지가격과 토지소유자 및 소유자 주소를 기록한 자료로, 매 필지

마다 각각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자료에 대한 연구 또한 토지소유

에 초점을 둔 일본인/조선인 민족별 토지소유 변동을 다루었었다.4) 지적

목록에 담겨있는 지가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시기 경성부 전체의 토

지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적목록을 주된 연구자료로 활용

해 공간적으로 토지가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성 동부지역은 근대도시의 모습을 공간 속에 담아낸 대표적인 지역

이다. 경성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 한양에서 일본의 식민지 수부(首

府)로 전락했으나, 여전히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지로서 근대도시로 나아

4) 강병식(1994), 『일제시대 서울의 토지연구 : The study on the land in Seou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서울 : 민족문화사; 전병재·조성윤(1995), 「일제 침략기
경성부 주민의 토지 소유와 변동」, 『서울학연구』 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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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었고, 경성 동부지역은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마을

을 제외하고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있었으나, 이후 조선총독부 산하기관

을 포함하여 근대 시설들이 대거 들어서고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신흥부촌으로 성장해갔다. 즉, 동부지역은 근대도시 경

성으로의 변화와 함께 가장 근대적 면모를 보이는 지역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근대도시에서의 토지시장을 확인하고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

하기 적절한 대상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목적을 수립

하였다.

첫 번째, 근대도시로 나아가는 경성에서 그 안의 세부지역은 어떠한

근대적 모습을 갖춰나가는지 동부지역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는 어떠한 지역성을 형성하였는지 고찰한다.

두 번째, 당시의 토지현황을 토대로 근대도시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현재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과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짚어봄으로써 1920년대 토지가격 결정 요인의 특징을 도

출한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은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으로, 동부지역에서 나타난 근대도시로의 변화상을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근대도시

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확인하고자 했다.

근대도시는 정치·사회·경제 등 전 분야의 체제 전환을 이끎과 동시에

도시 공간의 변화를 동반한다. 경성 동부지역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

로운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지역성을 창출하게 되고 사

람들은 이에 반응하듯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통해 자신들의 수요 의사를

토지가격에 반영하였다. 토지가격은 지역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경제적 논리 및 사고를

읽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는 100년 전의 토지가격 연구를 새롭게 진

행한다는 의의를 넘어서서,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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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1927년 지적목록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경성부내 각 출장소들이

담당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5부와 용산으로 분류 및 정리되었고

임야가 추가 기록되었다. 본 연구 대상지인 동부지역은 동부 출장소 관

할구역 중 도성 밖에 위치한 창신동과 숭인동을 제외한 도성 안 행정동

을 지칭한다. 연구 대상지에 해당하는 동부지역 행정동과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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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성 동부지역

비고 : 바탕지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1929년 지형명세도이고, 괄호 안은 현재

법정동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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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경성 동부 지역은 총독부의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해있었다.

일제강점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부지역은 한양도성 안에서 가장 개발이

미진했던 지역이었으나, 일제강점 이후 동부지역은 주택지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개수하는 등 주요시설5)의 배후지로 변화해갔다.6) 총독부병원과

관립학교, 공업전습소, 그리고 경성제국대학까지 총독부에서 관리 운영하

는 굵직한 시설들이 입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과 맞물려 지역의 변

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총독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부는 한양도성

안에 위치한 도심부이지만 여전히 저개발지역으로 남아있던 노른자 땅이

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근대도시 경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동부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고, 근대도시로의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경성 동부에 대한 연구는 경성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미비한 연구 실

적을 두고 있다. 동부 지역에 존재했던 경성제국대학, 총독부의원, 공업

전습소 등 여러 시설들에 대한 각각의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도시

공간의 변화 측면에서 서술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동부지역 내 시

설 입지에 따른 도로 및 필지 변화를 통해 도시 공간이 변화해갔음을 보

여준 주상훈(2012) 연구와 강창우·양승우(2014) 연구에 그친다.7) 본 연구

는 이들의 연구와 더불어 경성 동부지역의 변화를 서술함과 동시에, 동

5) 동부지역에 자리한 학교, 병원, 행정기관 등 주요시설들은 앵커시설이라 칭할 수 있
다. 앵커시설은 군사 거점시설에서 비롯된 용어로, 지역 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것이 지역 내 입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가 있
기 때문에 시설 주변으로 지역발전 가능성이 높아 현대 사회에서는 쇠퇴지역의 도시
재생 및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과 학교, 상업시설 등과 같은 주요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도 한다. 앵커시설을 거점으로 그 일대 주변으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과 가까울수록 높은 토지가격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서 활용할 독립변수 선정과정에서 주요시설 중 교육시설과 교
육시설을 제외한 그 외 시설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변수로 하였기 때문에 용어 구분을
위해 주요시설과 앵커시설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였다. 동부지역에 설립된 전체 주요
시설과 이 중 교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을 통틀어 앵커시설이라 하였다.

6) 유슬기·김경민(2017a), 「일제강점기 한양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중상류층 지역화 과
정」, 『서울과 역사』 97, p.169

7) 강창우·양승우(2014), 「일제강점기 경성 동북부 도시조직 변화과정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7: 115-172; 주상훈(2012), 「일제강점
기 경성의 관립 학교 입지와 대학로 지역의 개발 과정」, 『서울학연구』 46:
13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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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역 안에서도 어떤 요인에 따라 공간의 가치가 달라지는지 토지가격

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1920년대 이다. 지적목록은 1917년과

1927년 발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

여 1927년 자료를 다루었다. 첫 번째, 1920년대까지는 1930년대 경성 교

외화가 본격화되기 전 기존의 경성 도심부의 과밀에 따른 개발현상이 최

고조로 나타나던 시기이다. 특히나 동부지역은 위치적으로 동쪽으로 동

대문, 동북쪽으로 혜화문을 통해 도성 밖 교외와 연결되어 있어 기존 도

심부 끝자락에 위치한 공지를 활용하는 개발(Infill Development) 측면에

서 개발 수요가 폭증했다.8) 두 번째, 총독부 산하의 관립학교를 포함하

여 1927년 경성제국대학이 동부에 들어서면서 1920년대 비로소 학교촌으

로 완성되었다. 학교촌으로의 완성은 곧 지역 내 부차적인 개발들을 촉

진시키며 나아가 문화촌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건수가 증가하던 시기이기도 했다.9) 이 시

기의 동부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았던 때에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던 지역이었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근대도시 경성과 동부지역의 변화상을 선행연구와

당시 기록들을 토대로 문헌연구 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을 통해 실증분석한다. 통계 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연구 방법이나, 인문학 특히 역사학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경

우가 매우 드물다. 자료로 활용할 만한 역사적 사료가 충분하지 못한 이

8) 유슬기·김경민(2017a), 위의 글, pp.204-205
9)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후 부동산등기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1920년대 후반
등록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최원규(2015)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한 토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까닭이라 설명한다. (참고 : 최원규(2015), 「일제초기 조선
부동산 등기제도의 시행과 그 성격」, 『한국민족문화』 56, p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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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자료 정리를 토대로 기초통계 분석에 그치

고 있어 다양한 연구 주제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정보에 따른 분포 패턴을 확인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자리한 주요 시설들의 위치와 거리 등을 고려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공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IS 분석을 활용하였다. 현대

도시 연구에 있어서 GIS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지만, 일제강

점기 도시 공간 연구에서는 흔하지 않다. 각 필지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

들어진 일제강점기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다

양한 지도 파일을 GIS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과거 시

기의 것은 구축된 바가 없어 필요에 따라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제작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경성이 근대 도시로 변모해가는 모습과 그 안에서 동부지역은 어떻게 변

화하고 어떠한 지역성을 갖는지 질적 분석을 진행한다. 두 번째, 당시 토

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뒤, 근대도시로

의 변화 속에서 각각의 요인들이 토지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는 당시의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 토지가격에 유의미한 혹은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사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 한다. 이를 통해 1920년대

근대도시 경성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아본다.

연구의 전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근대 토지제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외

연구에서 무엇을 토지가격 결정 요인으로 삼았는지 고찰한다. 이전 시기

와는 분명 다른 토지시장이 작동되어가는 상황임을 전제해야하고, 동부

지역의 변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고려

하여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부동산 요인과

의 비교 또는 당대의 특수성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근대도시로의 변화 특히

경성 동부지역에 초점을 두어 그 변화를 확인한다. 지역 내 어떠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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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 또는 의미를 지니는지 고

찰함으로써 지역성을 파악한다. 동부지역은 1900년대 이후 개발을 통해

이전 시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며 신흥부촌으로 부상하였다. 이러

한 지역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람들의 유

입을 이끌며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므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목록 자료를 토대로 기초통계분석을 진행하여 당시 동

부지역의 토지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연구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기 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가 된다. 토지

용도에 따라 대지와 농경지를 구분하여 개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토

지소유자를 파악해 일제강점기 지역의 특징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토지

가격에 따라 동부지역 안에서도 공간구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토

지가격 자료에 초점을 두어 동부지역에서의 각 특징들이 토지가격과 관

련이 있는지 분포도 또는 분산분석과 t검정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산분석과 t검정 결과는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토지현황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경성 동부지역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하는 통계

기법으로, 각 독립변수 간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결과를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곧 당시 토지가격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 부동산 요인과의 차이 또는 공통점, 혹은 당시의

특수성을 읽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의 요인들이 당시 토지가격과 관련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사료를

통해 그 결과를 뒷받침한다. 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에 그치지 않고 다

시 한 번 당대 기록물에서 그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근거를 굳건

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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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초자료는 1927년 지적목록이다. 지적목록에는

각 필지별 지번과 지목, 지적(면적), 지가, 소유자명과 소유자주소가 명시

되어 있다. 이는 당시 경성부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

료이다.

그러나 지적목록은 단순히 각 필지별 정보만 기입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였다. 다만, 지금의 지도 위에 1927년의

정보를 대입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필

지가 분할되거나 합필되고, 도로가 생기거나 산지가 택지로 바뀌는 등

토지의 변화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도 상에 필지별 경계 및

지번이 표기된 지도 중 1927년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1929년 『(京城府

壹筆每)地形明細圖』 (이하 지형명세도) 를 GIS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지형명세도는 경성부 토지를 실측하여 각 필지별로 구획해 번지 수를

기입한 지도이다. 간략히 표기한 지도와 달리, 필지별 면적과 번지 수에

따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지형명세도를 통해 정확한 토지

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1927년 지적목록에서 경성 동부에 해당하는 필지 5,588개의 토지 정보

를 DB화하였고, 총 578면으로 경성 전체를 분할해 제공되는 지형명세도

를 정렬하여 경성 동부지역 지도를 구성, 이를 shape 파일로 제작하였

다.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임의로 필지 정보를 일부 보정하였

다. 1927년 필지의 속성 정보와 1929년 필지의 공간 정보 간 발행년도

의 차이로 인하여 1:1 매칭이 되지 않는 필지에 한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간 활용 분석에서는 보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1927년과 비교해 합필

또는 분필된 경우인데, 이전의 필지 속성과 지번 배치를 고려하여 보정

된 속성 값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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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기본이 되는 1927년 지적목록과 1929년 지형명세도 외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다양하다. 주요(예정)도로와 전차정거장, 주요시

설 등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지도와 당대 기록물을 찾아

보았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목록 내 필지 정보와

대조하거나 선행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그 위치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각 자료에서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추출

하였다. 이 외에도 당대의 시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 및

문헌, 연속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자료유형 자료명 활용정보

통계 京城府管內地籍目錄(1917, 1927) 필지 정보

지도

最新京城全圖(1907) 지형

(京城府壹筆每)地形明細圖(1929) 주요시설

大京城府大觀(1935) 주요시설

大京城精圖(1936) 주요시설

문헌
京城電気株式会社二十年沿革史(1929) 전차정거장

伸び行く京城電気(1935) 전차정거장

연속간행물 朝鮮總督府官報 주요(예정)도로

[표 1] 주요 연구 자료와 원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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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도로 구축한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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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근대 토지제도 확립

1. 근대 이전의 토지거래 연구

토지거래와 토지가격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

하고, 토지제도의 근대화를 이룬 뒤의 상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

다. 다만, 근대 이전의 조선시대 토지거래 연구는 상당수 진전을 보인 바

있다.

조선시대 토지거래에 대한 연구는 현존하는 문서에 따라 연구 가능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루어

진 연구들 중에서는 농경지 거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우선적

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조선시대 토지는 국가가 토지를 지배하고 있

다는 전제 하에 사유화가 가능했다. 토지세 납부를 확인한 후에 국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는 대동법

시행 후 공납과 요역의 일부를 지세로 전환하면서 더욱 정립되어갔다.10)

15세기 조선에서는 국가의 소유권 공증을 전제로 하여 토지매매가 허

용되기 시작했다. 조선의 토지거래 문서에는 토지거래 이유를 기록하는

특이점이 있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문서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토지

매도의 이유로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의한 빈한(貧寒), 상수(喪需), 채무

(債務)라고 적힌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매우 적은 사례로 현재 보유 중인

토지를 팔고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는 이매(移買)가 있었다. 이매는 토

지에서 수확하는 생산물의 운송비 및 토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리

고 소유자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으로 토지 매입을 원할 경우에 해당한

10) 손병규(2008),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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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한 편으로, 토지 매입의 이유는 토지 집적을 위한 것이 대부분

이었다. 현재 이루어지는 거래 이유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당시 드물게

나타난 사례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11)

그렇다면 당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메겨졌으며 이것은 근대 토지거래

로의 이행과정에서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용훈(2022)은 토지의 입지와

비옥도, 그리고 거래자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가격윤리가 토

지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12)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받고 싶은 것이 욕망이지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송시열의 말을

인용한 그는 가격윤리를 조선 사회에서 작용하는 특수한 토지가격 요인

으로 꼽았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선비 정신에 입각

한 도덕적인 현상이었다.

양진석(2009)은 한성부 토지거래 문서를 바탕으로 양반은 토지 집적,

중인은 토지의 가격차, 경작자는 수확에 목적을 둔 토지거래를 진행했다

고 말한다.13) 즉, 토지 매매 이유가 더 많은 경작물을 거두기 위해서, 그

리고 토지가격의 차액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였다. 이는 앞서 이용

훈(2022)이 도덕적인 행동에 주목한 것 보다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둔

토지가격 요인이다. 또한 목화를 수확하는 밭과 채소를 수확하는 밭의

가격 차이를 두고 경작지 면적 및 경작자의 수 변화와 근교로부터의 수

확물 조달 가능 여부를 염두한 점 역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한 토

지가격 요인이었다.

농경지 거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던 반면, 가옥 거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그 중 한성부에 관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

다. 양진석(2007)은 중부에 위치한 한 가옥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거

래가격 변화를 살펴보았다.14) 100여 년의 기간 사이에 몇 차례 거래 가

11) 현존하는 토지거래 문서에 기입된 이매의 비중은 약 18% 정도라고 한다. (출처 : 이
용훈(2022), 「조선후기 토지거래의 비교사적 의미 – 인간관계와 가격윤리의 측면에
서 -」, 『古文書硏究』 60, p.112)

12) 이용훈(2022), 위의 글
13) 양진석(2009), 「조선후기 매매문서를 통해 본 漢城府 南部 豆毛浦 소재 토지거래 양
상」, 『古文書硏究』 35: 193-220

14) 양진석(2007), 「조선후기 漢城府 中部 長通坊 丁萬石契 소재 가옥의 매매와 그 특
징」, 『奎章閣』 32: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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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상승 시점이 있었는데, 이는 가옥의 신축 및 증축에 따른 가격 변동

에 의해서였다. 즉, 주택의 개별적 특성이 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해

당 가옥에서 살펴본 또 다른 특징은 다소 짧은 거래 주기였다. 이곳이

시전과 인접해 있어 상인들에 의한 토지 소유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분과 관련해 빈번한 가옥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는 추측

한다. 그의 추측대로라면 주택의 입지적 특성은 거래 주기에 영향을 미

친 셈이다.

현존하는 자료도 한정적이고, 그 중에서도 한성부에 관한 것은 더욱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해야할 부분이 상당하다. 위치적 요인

에 의한 토지가격 차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이매로 명시된 토지거

래를 통해 개인의 수요에 의한 거래 의사가 있었다는 점, 토지 집적에

따른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한 토지거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옥 신

축 및 증축을 통해 거래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택적

이익에 따른 토지거래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수요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양상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나, 가격윤리를 지키고자 한 조선 사회의

특수성이 경제적 논리로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억제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2.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제도의 근대화

근대 이후의 토지상황은 분명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

유는 토지제도의 근대화에서 비롯되었다. 근대 토지제도로의 변화는 토

지조사사업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식민지 시기를 둘러싸고 한국의 역사관은 두 관점으로 나뉘어 있다.

해방 후 1980년대까지 주류로 자리잡은 ‘내재적 발전론’과 1980년대 말부

터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근대화론’ 이다. 내재적 발전론은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주체적인 발전 강조해 조선 후기 자본주

의의 맹아가 성장하고 있었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근대화론은 식민지 시기를 수탈의 잣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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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본주의 성장이 식민지 공업화로 다져진 자산에서

비롯된 자본주의 형성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두 관점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의

의와 평가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김용섭(1984)과 한국역사

연구회 토지대장반(1995)은 대한제국 시기에 진행되었던 토지조사사업인

광무양전사업(光武量田事業)에서 토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시행한 점과

소유자와 경작자를 파악해 토지소유관계를 정리한 점을 강조하며 이미

양전사업이 근대성을 가진 토지조사사업이었음을 주장했다.15) 또한 신용

하(1982; 2019)와 더불어 이들은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소

유권이 확정되는 과정을 통해 토지를 약탈당했다며 사업의 수탈적 성격

을 부각했다.16) 이에 대하여 배영순(2002)과 조석곤(2003)은 대상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의 수탈적 성격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이영훈(1990)은

양전사업이 근대성을 갖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17)

이영훈(1990)은 연기군(燕岐郡)의 양안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전사업의 목적이 국가 수세지(收稅地)를 파악하기 위함이었고, 이 과정

에서 납세의무자를 양안에 작성하였으나 그 실체는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닌 소작농 혹은 경작자였으며, 이들이 그렇게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주의 소유권에 저해할 위협이 되는 사안이 아니었음을 밝혔다.18) 이

주장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전제되어

야 할 조건을 시사하고 있다. 근대적 토지제도는 토지세 측면에서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국가의 수조권을 폐지해 토지소유권을 가진 자가 납세

하여야 하고, 소유권 측면에서 토지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장해야한다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근대적 토지제

15) 김용섭(1984), 『朝鮮後期農業史硏究』, 서울 : 일조각;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연
구회 토지대장연구반(199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서울 : 민음사

16) 신용하(1982),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서울 : 지식산업사; 신용하(2019),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 수탈성의 진실』, 파주 : 나남

17) 이영훈(1990), 「光武量田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
도』, 서울 : 민음사

18) 이영훈(1990),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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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확립을 밝히기보다 사업의 수탈성과 근대성 담론에 치우쳐 토지소

유권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남기현(2019)의

연구에서도 이때 형성된 토지소유권은 사법부 보다 우위에 있던 조선총

독부에 의해 확정된 것이므로 식민지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주장하며,

수탈성과 근대성 담론에서 더 나아간 해석을 하였으나, 역시나 토지소유

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19)

다음의 연구들 또한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언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

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정연태(1995)는 토지거래를 군수나 부윤, 면장

이나 이장이 인증하는 절차를 갖는 증명제도가 등기 시행 전 단계로 이

루어졌으나, 이것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등기를 완비하기까지의 소요시간

을 고려해 임시로 세운 것이며, 사업 후 등기와 지세제도를 통해 비로소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갖추었다고 주장한다.20) 이영호(2018)는 증명제도

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권(地券)을

발행함으로써 증명→지권→등기 단계적으로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구축해

갔음을 밝혔다.21) 배병일(2021)은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된 결과를 바탕

으로 한 소유권 원시취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정 결과와

1909년 작성한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를 대조하여 확정하였기에 사업

이전부터 근대적 토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 말한다.22) 이들은 공통적으로 토지조사사업 이전부터 이루어진 과정

들을 주목하면서 그 과정으로 완성된 결과물이 부동산 등기라는 점에 이

견이 없다. 다시 말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장부에

기록하고 이것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근대적 토지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근대 토지제도의 조건인 지세제도는 어떠한가. 다수

의 연구자들이 토지조사사업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을 밝히는데 주

19) 남기현(2019), 『일제하 토지소유권의 원시취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 정연태(1995), 「大韓帝國 後期 不動産 登記制度의 近代化를 둘러싼 葛藤과 그 歸
結」, 『법사학연구』 16: 59-115

21) 이영호(2018),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2) 배병일(2021),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경산 : 영남대학교출판부



- 19 -

력하였다면, 배영순(2002)은 사업이 지세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23)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14년 ‘조선지세령’ 제정으로 토지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반영한 토지등급에 따라 지세를 산출하고, 1918년 ‘지

세령’을 개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지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곧 조

선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결수(結數)에 기초해 소작인 또는 경작자에게

부과하였던 지세를 사업을 통해 정리한 토지가격과 토지소유자를 바탕으

로 지세제도를 근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석곤(2003) 또한 근대적 토

지소유권 확립과 더불어 결부제(結負制)에서 과세지가제(課稅地價制)로

변화한 것을 통해 근대적 지세제도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비로소 근대

토지제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24)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사업이 과

세 주체를 확정하고 과세 금액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근대적 토

지제도를 이루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 사업의 의의이다. 이

점을 기반으로 최원규(2015)는 사업 이후 토지의 상품화 개념이 확산되

고 토지 투자활동이 왕성해졌음을 주장하였다. 토지제도의 변화 이후의

토지시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보다 시기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근대 토지시장에 대한 연

구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근대적 토지제도를 이

루는 과정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이후의 시기, 더욱 확대

된 연구주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제 2 절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

1. 국내외 연구

초기 토지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고전경제학에서 출발하였다.

23) 배영순(2002),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 경산 : 영남대학교출판부
24) 조석곤(2003),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서울 :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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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비옥도, 즉 토지생산성을 기초로 한 토지가격에서 나아가 단핵도

시모형을 전제로 하여 생산지에서 시장이 있는 도시 중심지와의 거리에

따른 운송비를 토지가격에 산정하였고, 이것은 곧 William Alonso(1964)

에 의해 주거지 선택 개념으로 확대되어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

은 임대료가 형성된다는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도시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의 도

시공간구조 모델은 중심부에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단핵도시모형으

로,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곧 토지가격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다면, 70년

대 이후에는 교통 발달과 소득 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교외화 현상과 함

께 부도심이 등장하여 도심의 기능이 분산되는 다핵도시모형으로 공간구

조가 변화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교통비 최소화 개념도 존재했다.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외에 거주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

면, 교통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심 주변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달라진 점은 도심에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하위계층이

고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중상위 부유층이었다. 이전까지의 이론에

근거하면, 부유층이 도심과 가까이, 저소득층이 도심에서 멀리 거주할 것

이라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Chicago의 부도심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John F. McDonald와

Daniel P. McMillen은 그들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에서 교통 발달로 통근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도심으로의 집중 현상이 약화되고, 가계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 대기오염과 소음, 범죄에서 벗어나고자 도심으로부터 먼 곳

으로 주거를 희망하지만 짧은 통근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부

도심이 설치되었다고 말한다. (John F. McDonald and Daniel P.

McMillen, 2007)25) 단, 부도심은 공항과 고속도로, 철도 같은 교통망이

뒷받침되고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야함을 지적한다. (John F.

McDonald and Daniel P. McMillen, 1998)26)

25) John F. McDonald, Daniel P. McMillen(2007), “Urban economics and real estate :
theory and policy”, Oxford : Blackwell Publishing

26) John F. McDonald, Daniel P. McMillen(1998), Suburban Subcenters and
Employment Density in Metropolitan Chicago,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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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on A. Smith(1976)는 근린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 도심/부도심과의 거리와 교통망과의 거리, 범죄율, 학교의 질, 환

경오염도, 비백인 비율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제시

하고 각 변수를 분석해 주요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

임을 알아냈다.27) Smith의 연구는 연구 결과 외에도 토지가격 결정 요인

으로 다양한 요소를 변수로 고려해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의 연구는 교외지역 거주에 교통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

조함과 동시에 도심과는 다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교외로 이주해가

는 양상을 밝혀냈다. Harry W. Richardson(1971) 또한 그의 연구에서

고소득계층이 더 나은 환경과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저소득계층과의 분

리를 위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함을 발표했다.28) 도심과 교외의

교통망 연결이 보조된다면, 사람들은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

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생활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로

정거장 및 도로와의 접근성, 나아가서 다양한 시설들과의 접근성까지 포

괄하며 다양한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제시한다. (Hoch and Waddel,

1993)29) 더 나아가 인종에 따라 어떻게 토지가격이 형성되고 공간이 분

리되는지, 거주자의 소득 수준, 교육 환경, 주차 공간 등 토지 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근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0)

27) Barton A. Smith(1978), Measuring the Value of Urban Amenit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 370-387

28) Harry W. Richardson(1971), “Urban Economics”, Harmondsworth : Penguin
29) Irving Hoch, Paul Waddel(1993), Apartment Rents: Another Challenge to the
Monocentric Model, Geographical analysis, 25(1), 20-34

30) Margaret Garb(2006), DRAWING THE “COLOR LINE” Race and Real Estate in
Early Twentieth-Century Chicago, Journal of URBAN HISTORY, 32, 773-787;
Katharina Knoll, Moritz Schularick, Thomas Steger(2017), No Price Like Home:
Global House Prices, 1870-2012, Journal of American Economic Review, 107,
331-353; Ronald W. Kaiser(1997), The Long Cycle in Real Estate,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14, 233-257; Arthur C. Nelson, Robert Hibberd(2019), Streetcars
and Real Estate Rents with Implications for Transit and Land Use Planning,
Journal of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673, 714-725; Alan Gin, Jon
Sonstelie(1992), The Streetcar and Residential Location in Nineteenth Century
Philadelphia, Journal of Urban Economics, 32, 92-107; SROUR, Issam M,
KOCKELMAN. Kara M, DUNN. Travis P(2002), Accessibility indices: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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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에서 다루었던 요인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토

지가격과 도시공간구조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 및 토지가격 결정 요

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막중(1993)은 1956년부터 1989년

까지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 변화를 추정하여 서울에서 나타난 집중화

및 분산화 경향을 밝혀냈다.31) 채미옥(1998)은 서울의 분산화 즉, 부도심

성장세를 바탕으로 도심/부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른 서울시 토지가격를

살펴보고자 했다.32) 그는 실증분석을 통해 도심/부도심과의 거리를 변수

로 하는 접근성 요인 외에도 토지용도와 도로 접면 여부, 학군 등의 입

지성 요인이 고려되어야 서울의 토지가격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발견

했다.

토지가격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최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 시도와 여러 지역을 연구 대상지

로 하여 지금도 연구자들의 다양한 토지가격 결정 요인 분석 연구가 이

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특성감안 가격이론(Hedonic

Price Theory)에 근거하여 지가 결정요인을 분석 중인데, 이 이론은 토

지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각 토지마다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토지가격을 분

석하는 모형이다. 이태일·채미옥(1986)은 최소 시간과 최소 비용으로 비

교적 객관적으로 근린 쾌적성과 입지성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특성감안

가격이론을 지가 평가방법으로 활용해야함을 주장했다.33) 유완·조응래

(1990)는 한국에서 1989년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한 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가격 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꼽아내고자 했고, 그 결과, 도심(시청) 및 상업시설(시장)과

to residential land prices and location choices: Travel Demand and Land Use 2002,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805(1), 25-34

31) 최막중(1993), 「서울대도시지역 지가구조변화의 통시적 분석」, 『土地市場의 分析
과 政策課題』, 서울 : 韓國開發硏究院

32) 채미옥(1998), 「접근성 및 입지요인을 고려한 서울시 지가의 공간적 분포특성」,
『국토계획』 33(3): 95-114

33) 이태일·채미옥(1986), 「地價模型을 통한 統計學的平價方法의 摸索」, 『국토연구』
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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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 대중교통(버스 정거장) 및 도로 접근성 그리고 대지 면적과 형

태가 토지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34)

허식·이성원(2008)은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지가 격차를 비교하

며 도심과의 접근성, 지하철 역사 수, 세로(細路)와의 접근성, 토지이용상

황을 기준으로 강남지역의 지가가 더 높게 나타남을 설명했다.35) 김태

경·박헌수(2008)은 공원과 학교, 병원, 백화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요 시설물과 도로 및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토지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삼았다. 강창덕(2011·2014)은 10여 년 간의 토지가

격을 근거로 기존의 부도심 쇠퇴와 새로운 부도심 성장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변화를 보여주었고,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이용 방법에 따라 접근

성과 중심성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36)

서울 외 다른 대도시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안혜진·이

성호(2002)는 부산을 대상으로 하여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도로 접근성,

토지용도에 따른 지가 분포를 살펴보았고, 전문태·민규식(2008)은 군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토지용도 및 면적과 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토지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37) 민웅기(2007)는 전주 토지특성

을 나타내는 7개 항목(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도로접

면, 용도지역, 유해시설)을 대상으로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38) 임윤택(2003)은 대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핵도심구조로의 변화

속에서 원도심과의 거리, 토지용도, 토지의 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규제

를 변수로 이것들이 지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시계열적 비교를 하였

다.39)

34) 유완·조응래(1990), 「지가평가모형의 개발」, 『국토계획』 25(1): 9-20
35) 허식·이성원(2008),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 『부
동산연구』 18(2): 125-144

36) 강창덕(2011), 「서울시 토지가격의 시공간 구조 연구(1996~2007): 지가함수와 공간통
계의 적용과 해석」, 『부동산연구』 21(3): 9-29; 강창덕(2014), 「토지이용 접근성과
중심성의 토지가격 효과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서울도시연구』 15(3): 19-40

37) 안혜진·이성호(2002), 「부산시 도심일대의 지가형성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
연구보』 12: 1-11; 전문태·민규식(2008), 「군산시의 토지가격 형성요인」, 『감정평
가학 논집』 7(1): 29-46

38) 민웅기(2007),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
학회지』 4(1): 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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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가격형성 요인은 일반요인, 지역요

인, 개별요인으로 분류되는데 위의 연구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선행연

구에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해 가격결정 요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40) 그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꼽은 도심/부도심과의 거리, 도로 및 교통 접근성, 토지용도 등은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독립변수로 활용할 지표를 제시하였다.

2. 과거 시기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는 연구를 진행하는 당대의 상황을 토대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내용이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

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시기를 살펴

보는 방향과는 다르다.

Homer Hoyt(1933)는 1930년대에 이미 100여 년 동안의 미국 시카고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41) 그는 채워지지 못한 토지가격

데이터를 지수를 통해 유추한 뒤 시카고 전역에 대하여 면적 당 가격을

지도로 표현하였다. 그의 연구는 후대 연구자들에게 두 가지 의의를 남

겼다. 첫 번째는 19세기-20세기 초 시카고 토지가격에 대한 정보 유추이

고, 두 번째는 미흡하더라도 과거 시기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

한 점이다.

Daniel P. McMillen(1996)은 토지가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정확성

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제기하면서 150년 간 시카고에서의 토지가격을 바

탕으로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42) 그가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

39) 임윤택(2003), 「대전광역시 지가모형의 변화」, 『응용경제』 5(3): 213-231
40) 부동산 가격형성 요인은 사회·경제·행정에 걸쳐 서로 상호 결합함으로써 부동산 이
용 및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일반요인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요인, 그리고 부동산
각각의 개별성을 고려한 개별요인으로 분류된다. (출처 : 이창석(2010), 『부동산학개
론』, 서울 : 형설출판사, pp.527-528)

41) Homer Hoyt(1933), “One Hundred Years of Land Values i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42) Daniel P. McMillen(1996), One Hundred Fifty Years of Land Values in Chicago:
A Nonparametric Approach, Journal of urban economic, 40,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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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카고가 앞서 Hoyt(1933)의 연구를 비롯하

여 가장 토지가격 연구 진행이 원활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이하다는 당시 토지가격 요인

의 정설로 여겨졌던 내용을 실증분석을 통해 반박하였다.

시카고를 대상으로 활발했던 연구는 미국 보스턴과 뉴욕 등 다른 지

역으로도 확대되었다. Matthew Edel and Elliott Sclar(1975)은

1870-1970년 주택 가격의 흐름을 파악한 후 자산계층에 따른 주택 수익

률 분배의 불평등을 지적했다.43) William C. Wheaton et al.(2009)은

1899-1999년 사이의 뉴욕 맨해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10년 단위로 보

정 및 보완하여 100년 동안의 가격 흐름 추적했다.44) Jason Barr and

Troy Tassier(2016)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욕 맨해튼이 어떻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45) 이들의 연구는

과거 시기의 데이터가 불충분하더라도 추정과 보완을 통해 다양한 연구

주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연구는 19세기-20세기 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했던 한 편, 더

이전 시기의 토지가격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Daniel Raff et al.(2013)은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 중국 베이징 부동산 가격의 추세를 살펴보았

다.46) 이들은 주택 매매 계약 기록물을 토대로 가격과 주택 속성을 데이

터로 구축하고, 주택 특성과 도시화, 그리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른 주

택 가격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각 변수로 설정하여 헤도닉 모형을 사용해 분석한 것으로, 현재 토

지가격 결정 요인 분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과

변수를 가지고 과거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참

43) Matthew Edel, Elliott Sclar(1975), The Distribution of Real Estate Value Changes:
Metropolitan Boston, 1870-1970, Journal of Urban Economics, 2, 366-387

44) William C. Wheaton, Mark S. Baranski, Cesarina A. Templeton(2009), 100 years
of Commercial Real Estate prices in Manhattan, Journal of real estate economics,
37, 69-83

45) Jason Barr, Troy Tassier(2016), THE DYNAMICS OF SUBCENTER
FORMATION: MIDTOWN MANHATTAN, 1861-1906,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6(5), 754-791

46) Daniel Raff, Susan Wachter, Se Yan(2013), Real estate prices in Beijing, 1644 to
1840, Journal of Explorations in Economic H istory, 50, 36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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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만하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 연구들이 통계적 수치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방법

을 취한 것과 달리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서술한 연구들도 있다. 고대 로

마시대 로마 엘리트들의 부동산 투자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다. 엘리트들의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 현상을 두고 투기꾼으로 해

석하는 연구, 상업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빚어진 현상으로 설명하는 연구,

그리고 전쟁 후 부동산의 개념이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 전환 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 본 연구 등 시대적 배경으로 고대 로마를 꼽은 점과 부

동산 시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부동산 연구

가 근현대에만 국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47) 국내에서도 조선 후기를 시

대적 배경으로 한 이용훈(2016)의 연구가 있다.48) 그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으로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두고 토지가 투자대상이 아니

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연구는 토지를 사고파는 행위가

있던 시기라면 아주 오래 전 이야기라도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음을 시

사한다.

제 3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토지가격 결정 이론은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출발하여 경제적인 측

면에서의 토지가격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대 이전

시기의 토지가격에 대한 연구가 드물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문서에 대

47) Garnsey Peter(1976), Urban Property Investment, “Studies in Roman Property :
By The Cambridge University Research Seminar in Ancient History” ed. M. I
Fin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uce W. Frier(1978), Cicero’s Management of
His Urban Properties, The Classical Journal, 74(1), 1-6; Nathan Rosenstein(2008),
Aristocrats and Agriculture in the Middle an Late Republic,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98, 1-26; Scott E. Craver(2010), URBAN REAL ESTATE IN LATE
REPUBLICAN ROME, Journal of Memoirs of the American Academy in Rome,
55, 135-158

48) 이용훈(2016), 「18-19세기 조선 토지가격의 변화와 그 의미」, 『韓國史論』 62:
28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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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독 및 해석에 초점을 두어 아직 토지경제학적 해석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근대 토지제도로 나아가는

과정 즉,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의 토지시장을 다룬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

경제적 관점에서 1920년대 경성 동부 토지가격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비어있던 근대시기 토지가격 연구의 퍼즐 한 조각을 꿰맞추고자 한다.

충분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해외의 연구들처럼 시계열적인 토지가격

변화를 살펴보기 어려우나, 1927년 자료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찾아본 뒤, 당시 기록들에서 그 근거들을 수집한다. 이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상호 보완된 연구 방법이다. 즉, 연구 대상이 되는 1920년대

까지의 동부지역의 변화와 지역적 특징, 그리고 근대도시에서 토지시장

상황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서술하고,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서술한다. 이는 시대적 상황을 당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로 이를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당

대의 모습을 더욱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과거 시기 특정 지역을 공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사학과 도시계획학을 접목한 융복합 연구를 진행한다. 각각의 연구주

제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에서 나아가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시대적

상황과 사람,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공간 안에서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

계를 고려하여 지역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GIS를 활용해 경성 동부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역사학적 측면에서는 공간적 분석을 보완할 수 있

고 도시계획학적 측면에서는 연구 대상 시기를 확대할 수 있어 학제 간

융복합 연구로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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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성 동부지역의 변화

제 1 절 근대도시로의 발전

1. 도시경제구조의 변화

조선 후기 한양에서의 상업 및 수공업 발달은 꾸준히 있어왔기에 자

본주의의 맹아적 요소가 존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개항으로 인한 조

선 사회 내 충격은 사실상 매우 컸다.49) 조선시대 수도로 정치의 중심지

이자 유통의 중심이였던 한양은 개항 이후 경제구조를 변화해나갔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필두로 조선은 일본과 청국을 포

함하여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로 개항하였고,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

역장정’에 근거하여 청 상인들의 경성 내 거주 허용 이후 다른 국가들과

의 조약에도 동일 조항을 삽입하여 조선 내 외국인들의 거주가 본격화되

었다. 이들은 점차 인천으로부터 입경하는 관문이었던 남대문과 서대문

주변으로 외국인 거류지를 확대 형성하여 중국인들은 수표교와 남대문

일대에, 일본인들은 진고개 일대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양인들은

정동 일대에 터를 잡았다.50) 이후 일본인들은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중국 상인들을 제치면서 그 세를 확대해 나갔다. 1895년의 한성 내 일본

인 수는 1893년의 수 보다 2배 이상에 달할 정도였다.51) 1904년 러일전

49) 자본주의 맹아론은 조선 후기 상업 발달로 발생한 상업자본을 수공업 분야에 산업자
본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구축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강만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것
은 서양의 관점에서 무리하게 조선 사회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
기되었다. (참고 : 고동환 (2009), 「자본주의 맹아론과 조선후기 상업변동 –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7: 357-378)

50) 이연경(2014),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8

51) 박찬승(2002), 「러일전쟁 이후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확장 과정」, 『지방사와 지방
문화』 5(2),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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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며 사실상 한국에 대한 지배를 시

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하는 일본인은 증가하고 그들의 거주 영

역도 확대되어 갔다. 이들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다

수가 중소상공업자들이었다.52)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은 조선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것과 달랐

다. 가장 먼저 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해졌다. 상품의 다양화는

새로운 수요자들을 끌어들였다. 기존 유통망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저

율 관세로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귀했던 품목들에 대한 대체품을 저

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많은 수요자를

폭 넓게 구축할 수 있었고, 그만큼 거래 총량도 증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급량이 부족해 구하기 힘들거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상류층 소비 품목이던 직물, 꿀(蜂蜜), 석유 등 대체품으로서 중국 마포

(麻布)나 설탕(精糖), 어유(魚油) 또는 우유(牛油)가 취급되었다.53)

철도 부설과 우편제도 및 전신망 정비 또한 기존의 질서를 바꿔나갔

다. 주로 배를 이용하여 포구 및 항구로 들어오던 상품들은 점차 철도를

이용한 육로로 이동되었다. 1899년 완공된 경인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1

시간 거리로 연결하여 물류의 집산 및 배급 중심지를 인천 개항장에서

서울로 옮겨가는 중요 변수가 되었다. 이후 차례로 개통된 경부선과 경

의선, 경원선 등 철도망을 이용해 서울과 한반도 전역을 연결하였다. 철

도 운송은 대량의 물품을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고, 해운 또는 한강수운

과는 달리 결빙기에도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철도 운임

조정을 통해 선박과 철도 간 운송비에 큰 차이가 없어져 철도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졌다.54) 우편제도와 전신망 정비도 상인 간 유통 정보 교환

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업활동을 촉진시켰다.55)

52) 이규수(2013), 「재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형태 –수량적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
교육』 125, p.52

5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03), 『서울商工業史』, 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
회, p.381

5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03), 위의 책, p.387
55) 이헌창(2014), 「근대 세계로의 편입과 서울 경제의 변화」, 『서울2천년사 ㉒ –근
대 서울의 경제와 개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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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후 증대되는 무역량과 자본의 흐름을 기회 삼아 조선 상인들은

회사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특히 조선 후기 상업발달

을 대표하던 경강상인과 객주는 이전의 유통체계와는 다른 상황을 맞이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개개인의 자본력으

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갈 수 없음을 깨닫고 대규모의 자본과 근대적

경영체제를 갖춘 회사 설립을 강구하였다.56) 회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개항 이후 개화파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1883년 『한성순

보』에 「회사설」이라는 제목으로 서구의 회사 제도를 소개하며 근대적

회사 경영에 대해 소개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하여 대한제국은 관영·관독

상판형 기업을 설립하는 한편, 중앙 정부와 관련 있는 회사에게 독점권

을 보장해줌으로써 정부의 통제와 보호를 통해 상업을 육성하고자 했

다.57) 광신교역회사(廣信交易會社)는 소상인의 물품을 위탁 판매하는 객

주업에서 시작하여 고금(股金)을 통한 자금 조달을 이룩하며 특정 물품

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무역회사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58)

개항 후 공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전까지 한양 내 공업활

동은 주로 수공업 품목들이었고 외부에서 공산물을 공급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생산지로서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개항 후에도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자본은 상업에 몰렸고, 공업 투자는 일본 거류민들을 위한

식료품 공업이나 미곡 수출을 위한 정미업, 수입품 대체를 위한 담배제

조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조선인의 경우, 1880년대 정부에 의해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운영비로 조달할 수 있는 정부 재정의 한계로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다만 직물업과 담배제조업, 정미업에 한하여 관민의 노

력으로 점차 성장세를 보였다. 새로운 무역 상품 유입과 외국 자본 및

기술력에 대한 전통 상인들의 대응력이 돋보였던 분야였다. 조선 후기

상업을 비롯하여 수공업이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 산업으로의 도

약에 기반이 될 수 있었다.59) 개항과 함께 유입된 외국 자본과 기술력은

56)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03), 앞의 책, p.429
57) 전우용(2011),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51
58) 전우용(2011), 위의 책,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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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로 하여금 기술자 양성의 필요성과 상공업 진흥의 중요성, 그리

고 대규모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 설립 계기를 마련했다.

1910년 일제 강점이 시작된 후 그해 12월 총독부는 ‘조선회사령’을 공

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회사 설립 또는 지점 설치 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했고, 총독이 회사의 해산에 관여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인도 예

외가 아니었다. 총독부에서 회사령을 공포한 이유는 명목상 향후 설립할

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이었으나, 그 내면에는 총독부가 모든 민간

자본 투자를 장악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조선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해

체하고 식민지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60) 회사령

에 대하여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의 자본까지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되었다. 곧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함에 따라

조선으로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총독부도 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 진

출을 희망한 결과, 총독부는 1914년과 1918년 두 차례의 회사령 개정을

거쳐 1920년 회사령을 철폐하였다.61)

경성은 일제 식민지 조선의 경제중심지로,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자본

이 몰리고 있었고 이는 경성의 풍경을 바꿔갔다.62) 1910년대 근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금융기관들이 남대문 안 본정과 황금정통 일대에 들어

서고, 1920년대 그 주변으로 일본 재벌회사들이 들어왔다. 이후 조지야

(丁字屋)와 미나카이(三中井), 히라다(平田) 미츠코시(三越) 등 대규모 백

화점이 자리잡으며 바야흐로 근대 소비문화를 이끌어갔다. 종로에서도

김윤백화점, 덕원상회, 계림상회, 동아부인상회, 고려양행, 화신상회 등

소규모 백화점이 들어서며 근대 소비상점으로의 도약기를 거쳐 화신백화

점과 동아백화점 같은 종로 상권가의 주요시설이 탄생했다. 경성 외곽으

로는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요업공장들은 철도부설 전부터

한강연안을 따라 입지하고 있었는데, 경인철도가 영등포를 통과하면서부

터 영등포의 대형공장으로 발전하였다.63) 이외에도 경성의 소비시장을

59)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03), 앞의 책, p.427
60) 전우용(2011), 앞의 책, p.327; 류승렬(2015), 「기업과 상업회의소」, 『서울2천년사
28권 : 일제강점기 서울의 경제와 산업』,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p.119

61) 전우용(2011), 앞의 책, pp.334-335
62) 류승렬(2015), 앞의 책,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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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략하기 위해 동대문 밖에는 고무신 공장들이 들어서고, 남대문 밖에는

제과 및 음료 제조공장들이 들어섰다.64)

“경성에서는 앞으로 경성부가 확장하여 갈 것을 예상하고 평평

한 지대는 전부 상공업지대로 작정하여 대경성의 도시계획을 진행

중이오 소비도시로부터 생산도시로 변하리라는 예측으로 모든 계

획도 이에 따라하는 중인데 동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수를 부

면 최근에 비상히 격증하여 금년 9월말일까지에도 약 30개소의 공

장이 늘었다하며 현재 시내 공장 수효는 914개소를 헤아릴 수 있

다는 바 과거 대정3년 이래 14년간의 통계를 보면

년도 공장 수 자본금
1913년 146 7,069,594
1915년 199 6,568,042
1916년 305 10,351,585
1917년 318 15,511,254
1918년 459 30,221,431
1919년 544 39,815,500
1920년 514 40,330,977
1921년 657 42,184,384
1922년 735 45,822,495
1923년 728 45,878,611
1924년 724 47,035,472
1925년 778 50,443,899
1926년 857 53,450,105
1927년 884 58,657,892

”65)

당시 기사에서는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상공업체들로 인해 경성의 확

장과 더불어 각 지역마다 토지용도를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현재 구상중

이라 말하며, 이미 포진되어 있는 상업시설과 더불어 근래 공업시설 증

가가 눈에 띄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성은 “점차 소비도시로부터 생산

63) 김하나(2011), 「20세기 초 영등포의 도시 변화 및 위상」, 『서울학연구』 45,
pp.33-37

64) 류승렬(2015), 앞의 책, p.127-132
65) 「京城에 工場激增 昨今엔 九百十四處, 소비도시로부터 생산도시로 일변, 십사년전과

비교하면 륙배가 늘어 朝鮮人經營은 不過八分」, 『東亞日報』, 192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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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의 전환”66)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공업발전

은 1930년대 일제의 전쟁 발발 전까지 계속되었다.

2. 인구 구조와 직업 구성

일제는 1910년 한일병합 후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1914년 대대

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행정구역은 한양도성 안과 그

밖의 성저십리를 포함하는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한 것이었고, 개

편된 행정구역은 도성 내외와 용산 지역만 두어 1/8 수준으로 영역을 대

폭 축소하였다. 대경성계획을 수립하며 1936년에도 행정구역 개편이 있

었는데, 이때에는 고양군 용강면·연희면·숭인면·은평면·한지면과 시흥군

영등포면·북면을 경성부로 편입하여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1914년과

1936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그 면적이 축소 또는 확대됨에 따라 경성

인구 수에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경성 인구 수는 증가하

고 있는 추세였다. 특히 192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

연적 증가를 뛰어넘는 사회적 증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타지에서 경성과

경성 주변부로 유입된 결과이다.

66) 「京城의 生産都市化過程 朝鮮人의 覺醒如何」, 『東亞日報』, 192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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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1915 1921 1925 1930 1935 1939

경

성

부

조

선

인

244,246 176,026 188,648 220,176 251,228 284,633 632,118

일

본

인

46,061 62,914 69,774 77,811 97,758 113,321 138,023

외

국

인

2,360 2,145 3,276 4,724 6,440 6,248 4,145

계 292,667 241,085 261,698 302,711 355,429 404,202 774,286

고

양

군

조

선

인

30,671 121,467 121,929 152,654 181,932 269,473 94,415

일

본

인

70 1,543 1,915 2,732 3,557 5,984 1,202

외

국

인

- 148 185 720 678 542 42

계 30,741 123,158 124,029 156,106 186,168 276,049 95,659

시

흥

군

조

선

인

16,264 57,176 58,967 64,161 68,190 87,991 66,380

일

본

인

920 1,578 1,658 1,542 1,929 3,503 739

외

국

인

18 25 61 202 303 475 10

계 17,202 58,779 60,686 65,905 70,422 91,969 67,129
출처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표 2] 경성부 및 인접면 인구 수 변화

단위 : 명

경성으로의 인구 유입은 경성 상공업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도시화와

관련이 있다. 일본의 식민지 경제정책 일환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농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경성의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수요와 구직을 위해 상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경성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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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대규모의 소비시장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중

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성역과 청량리역 주변에는 시골에서 상경한 빈

민들이 항상 배회 중이었다.67)

경성부와 그 주변부68) 인구의 직업 구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부는 상업

및 공업 종사자 비중이 특히 많고, 기타 항목에 대한 비중도 상당하다.

또한 대도시에서 필요한 행정관리 및 교통업 등 기타 인력 수요가 많아

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 구성 중 무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접면에

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농업 인구가 많았던 고양

군 은평면과 연희면, 숭인면, 시흥군 북면도 점차 농업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양군 용강면과 한지면은 상업 및 기타 직업의 인구가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이다. 시흥군 영등포면은 공업 인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

에 비해 특히나 두드러졌다. 이처럼 경성과 그 주변 지역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전차 및 철도역 개통으로 경성 도심과 일상 생활권을 공유

할 수 있게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67) 「草草한 行色으로 京城方面集中, 방향 업시 서울로 올라오는 黃海 江原農民群 」,
『東亞日報』, 1928.08.25.

68) 경기도 지역 중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는 지역에 한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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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1920 1925 1930

경성부

농업 4,191 6,225 5,136 5,652

공업 21,454 44,305 55,701 64,875

상업 51,395 103,926 116,564 131,929

어업 198 221 205 284

기타 87,148 85,986 125,105 119,573

무직 76,699 9,545 23,241 33,113

시흥군

영등포면

농업 1,767 1,494 1,679 1,843

공업 842 1,337 895 1,472

상업 391 1,361 888 1,201

어업 - - - -

기타 - 528 2,047 3,108

무직 - 617 328 328

시흥군

북면

농업 3,483 4,755 3,951 3,655

공업 787 584 1,168 600

상업 553 635 1,684 1,168

어업 - - - 111

기타 2,081 971 4,228 6,519

무직 271 268 208 306
출처 : 『京城府都市計畫資料調査書』

[표 3] 경성부 및 시흥군 인접면 직업별 인구 수 변화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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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1920 1925 1930

고양군

용강면

농업 1,733 1,053 1,344 1,936

공업 1,579 2,679 3,609 3,738

상업 5,991 7,908 4,862 8,580

어업 67 - - 30

기타 11,567 8,777 20,269 23,351

무직 1,956 1,768 1,657 5,069

고양군

연희면

농업 5,050 4,585 5,800 6,264

공업 653 50 132 1,385

상업 1,227 1,650 1,044 2,239

어업 82 165 70 98

기타 1,795 2,267 4,801 3,931

무직 406 148 41 260

고양군

은평면

농업 5,101 4,528 3,930 4,122

공업 - 458 365 158

상업 700 998 913 508

어업 - - - -

기타 948 1,477 3,060 626

무직 95 - 905 3,165

고양군

숭인면

농업 10,085 8,468 11,718 10,307

공업 128 1,880 1,785 1,909

상업 1,095 4,655 5,753 3,974

어업 8 - 5 6

기타 2,495 521 3,174 9,264

무직 - 328 80 1,073

고양군

한지면

농업 11,018 3,173 2,889 4,650

공업 455 1,679 2,095 1,202

상업 9,361 13,819 5,181 7,775

어업 27 12 6 -

기타 1,041 1,204 21,235 30,460

무직 94 631 318 1,309

출처 : 『京城府都市計畫資料調査書』

[표 4] 고양군 인접면 직업별 인구 수 변화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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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에 이루어진 국세조사에서는 위의 자료에서 구분한 직업 구성

보다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해당 연도에 시행한 조사에서만 직

업별 인구 구성을 기록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

볼 수는 없지만, 각 직업별 분류 항목에 어떤 직업이 포함되는지를 기록

하고 있다.69) 근대 산업구조로의 이행에 따라 근대 도시에서 새로 등장

한 직업군을 확인할 수 있다.70) 즉, 일제강점기 경성 인구 통계는 인구

증가와 상공업 종사자 수 증가로 귀결된다.

69) 국세조사에서 한 직업 분류와 비슷하게 구분한 통계 중 경성의 직업별 인구 수를 시
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단위 : 명

1911년 1915년 1917년 1923년 1925년 1930년

농·어·

임업
33,130 4,389 6,443 5,991 5,936 783

공업 28,806 21,454 33,504 53,917 64,875 58,036

상업/

교통업
72,002 51,395 58,872 112,974 131,929 137,673

공무/

자유업
25,718

87,148
34,097 76,326 84,826 86,112

기타

유업자
49,421 73,229 23,218 41,575 58,403

무직/

미신고
81,230 76,699 46,939 288,260 355,386 404,202

[표 5] 경성 직업별 인구 수

출처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05), 『서울人口史』, 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
원회, p.489 표 재구성
70)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05), 『서울人口史』, 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
회, pp.49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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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업자 분류 표

출처 : 『朝鮮國勢調査報告』

비고 : 김종근(2015), 「인구증가와 주민구성」, 『서울2천년사 26권 :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p.207 참고

“금일에 있어서 34만 즉 1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얼마안되어 50만을 돌파하리라하여 대경성의 도시를 계획하지 아

니하면 안될터이라 한다. 이와같이 그칠줄 모르고 밀려드는 그들의

하는 바는 무엇인가? … 작년도에 있어서는 농업은 배가 감하여 1

분(分)에 불과하고 그 대신 상공업이 격증하여 상업이 4할 공업이

3할6분 기타가 2할3분을 차지하여 유의유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경

성도시가 일약 상공업도시로 변하여진 느낌이 있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6만호 인구 30만을 돌파하였다 하며 …”71)

71) 「有職者戶數六万突破 商工都市된 大京城」, 『東亞日報』, 192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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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후반 신문기사를 보면 경성은 그 인구구성을 보더라도 이미

상공업 발전을 이룬 도시가 되었다. 더욱이 경성보다 오히려 인접면에서

의 인구 증가가 훨씬 빨랐고, 상공업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

다. 많은 사람들이 인접면의 변화상을 두고 “점차 도시화하는 경향”이라

“장래 대경성계획에 인접면을 전부 혹은 반부를 집어넣게”될 것이라 예

상하고 있었다.72) 새로운 경성으로의 변화는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반면,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도시계획 구상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제 2 절 도시 문제와 도시계획 수립

1. 도시 문제 발생

경성으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경성의 인구 밀도는 점점

높아졌다. 가장 시급하게 맞닿은 문제점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주택

부족이었다. “손바닥만한 빈 터가 있으면 다투어가며 집을 짓는 중”73)일

만큼 주택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경성부내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르

짖는 터이나 요사이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심하여 집값은 거의 한

정을 모르고 올라가며 따라서 집세금도 날마다 올라가는 모양이다.

… 금년 4월까지의 경성시내의 가옥을 조사한 즉 일본인 편의 주

택이 12,378호요, 조선인 가옥이 26,830호인데, 그 중에는 한 가옥

에 몇 가구씩 들어있는 집도 적지 않아 한 가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수요가 조선사람 편에 37,927가구요, 일본사람 편이 16,414가

72) 「京城 隣接郡으로 澎漲하는 人口, 농촌이 변해 상공부락으로, 十四年과는 卄倍 激
增」, 『東亞日報』, 1928.10.03.

73) 「大京城의 新計劃, 동으로 청량리 서으로 공덕리, 경성시가를 널피랴는 새계획」,
『東亞日報』, 19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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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데, 시내 총 가옥 수에 비교하면 14,033호가 부족하다더라.”74)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집값 상승은 심화되어 갔고, 집 한 채

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도 있어 그에 따른 주거 환경의 쾌적

함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택난은 조선인과 일본인 국적 불문

하고 나타나는 문제로 경성 인구 급증이 주된 요인이었다.

주택 부족 사태로 온전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만들며 생활하는 이들도

있었다. 바로 토막민이다. 1930년대 만 명이 넘는 이들은 다수가 일용직

노동자로, 경성 도심부 주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산비탈

또는 개천가 국유지에 움집을 지어 토막촌을 형성해 생활했다.75) 흙바닥

위에 이불이라고는 솜도 없이 겹이불로 덮고 지내고, 한 가구 당 5-6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루 생활비가 5-6전이라 옷 한 벌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76)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는 주택난에서 그치지 않았다. 제한된 면적에

집중된 인구 과밀은 위생 문제를 야기했다.

“경성의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아서 관철동 부근 일대는 1인 평

균 5평반밖에 되지 않아 그 조밀함이 세계 어느 도시에 비하든지

제일 위를 점령하게 된다함은 작지에도 보도한 바, 이와 같은 과밀

생활로 보안 위생에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되어 전 부민이 건강상

큰 위협을 받아서 해마다 사망률이 늘어가는 터인데 … ”77)

“경성 인구의 밀도는 경도(京都) 대판(大坂) 등 대도시보다도 훨

씬 조밀한데 경도 대판은 한 사람에게 10평의 면적을 점령함에 경

74) 「住宅難의 活證據; 경성시내의 가옥은 삼만구천호, 거주하는 가구는 오만사쳔여호,
不足이 實로 一萬五千戶 」, 『東亞日報』, 1921.09.10.

75) 강만길 (1986), 「日帝時代의 都市貧民生活」, 『한국사연구』 53, p.129
76) 「貧民村探訪記 (七) 古塚裡의 一老婆」, 『東亞日報』, 1924.11.15.; 「櫛比한 摩天高
閣 荒凉한 貧民土幕」, 『東亞日報』, 1927.08.31.

77) 今後(금후)의京城(경성)은 零落乎發展乎(영락호발전호) (二(이)) 人口過密(인구과밀)
로 死亡者五千(사망자오천), 『朝鮮日報』, 192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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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는 한 사람에게 4평씩 점령하였다 하여 이 결과로 인구사망률

을 보건데, 구라파(歐羅巴) 각 국은 1,000인에 대하여 10인 내외요,

일본 각 도시는 1,000에 대하여 20인 내외인데, 경성부는 1,000인

에 대하여 35인의 사망률을 보게 되는 바, 이것을 33만의 현대 인

구에 비례하면 경성부내에서는 매년 5,000명이 사망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밀도를 완화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무라고 하

는 바, …”78)

각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은 위생이다. 경성부에

서 조사한 경성의 인구밀도는 평균 1인당 12.7평이었는데, 이 중 1인당 5

평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총 인구의 15%, 10평 미만으로 거주

하고 있는 인구가 총 인구의 52%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조밀한 환

경에서 거주 중이었다.79)

[그림 4] 전염병 감염자 및 사망자 수

출처 : 『京城府衛生施設槪要』

비고 : 1919년-1920년 콜레라 유행으로 감염병 발생자 및 사망자 급증

78) 「南山을 中心으로 東南部 空地를 利用, 이백만 평의 공지를 확장하여 시내 인구를
이전시킬 계획! 京城府 人口密度 緩和策」, 『時代日報』, 1925.12.26.

79) 서울역사편찬원 (2016), 『(국역)경성부도시계획조사서』,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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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내 전염병 발생자 수와 사망자 수는 1910-20년대 증감을 반복하

고 있었다. 이에 총독부는 1925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집의

구조가 불완전하며 하수도가 불완전하여 그와 같이 병이 발생함”이라는 전

염병 발병 장소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80)

당시 상하수도 시설은 미비했다. 하수도는 도심일수록 오염이 심한데다가

지상으로 하수가 노출되어있어 전염병 발병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81)

상수도 역시, 1908년 뚝섬정수장 준공 후에도 일제강점 동안 정수장 추가 설

립 및 정수 방법 개선을 시도했으나, 1960년대까지도 수도 보급률이 22%대

에 머무를 정도로 취약했다.82)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와 분뇨의 양 또한

늘어났다.83) 쓰레기의 경우, 1925년에 18,380,710貫에서 1926년에 20,302,400

貫으로 증가하였고, 분뇨의 양의 경우, 1925년에 414,141碩에서 1926년에

441,397碩으로 증가하였다.84) 변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상하수시

설까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로 흘러간 오염된 폐수는 우물에서

식수를 구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악순환 구조였던 셈이

다.85) 특히 주로 일본인이 거주했던 남촌에 비해 조선인의 거주비율이 높았

던 북촌은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진흙바닥에 악취까지 났다.86)

인구 과밀 상태에서 늘어나는 공장들도 문제였다. 산업도시화 과정에

서 늘어가는 것은 공장과 노동자 수 뿐 만이 아니었다. 공장이 세워지는

부지 면적 또한 증가하고 있었고, 한두 가지의 기계로도 생산이 가능한

양말 같은 물품은 주로 가내공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 곳곳에 공장

80) 「傳染病防止로 下水道를 改修, 府內十五處에」, 『每日申報』, 1925.01.11.
81) 염복규(2021), 「식민지 시기 경성 하수도 정비의 한계와 위생의 ‘좌절’」, 『도시를
보호하라』, 고양: 역사비평사, p.144

82) 이연경(2021), 「도시위생의 수호자, 상수도」, 『도시를 보호하라』, 고양: 역사비평
사, pp.162-170

83) 「京城府の糞尿がふえた, 人口增加の結果」, 『京城日報』, 1927.10.13.
84) 「每年激增하는 京城府의 糞尿」, 『中外日報』, 1927.01.29.; 1貫은 3.75kg이고, 1碩

은 144kg이다.
85) 「便所의 不備와 井水의 使用 하수도 불완전 등 세가지가 非衛生의 主要原因」,
『每日申報』, 1931.07.14.

86) 「保健衛生에까지 差別徹底한 京城府 事實을 證明하는 南北村의 下水道施設」, 『朝
鮮日報』, 19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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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재해 있는 셈이었다.87)

“경성부 내의 공장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수 년 간에 원동력

증가율이 11%요, 직공 증가율이 2%요, 자본금 증가율이 20%요, 생

산품 증가율이 25%나 되어 비교적 다른 것보다 장래 발전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경성이 공업도시로 이름을 날릴 날이 있을 모양인

데 현재 경성 부내나 부외의 공장을 건축물법에 의지하여 보면 공

업지역 내가 아니면 존치할 수 없는 것이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

안에 있어서 석탄연기라든지 불똥이라든지 기계 회전하는 소리라든

지 기타 여러 가지로 부근 일대는 불만상태에 빠지며 따라서 공장

이 있는 동네 주민들이 그 공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다고 관계당

국에 진정하는 사실이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끊일 사이가 없으며 그

외에도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한데 섞여 풍속상으로나 치안상으로

영향이 다대(多大)한 터인즉 지역을 확장한 뒤에는 상업공업주택 등

으로 구역을 정리하여 적당한 지대에서 적당한 직업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88)

위의 기사는 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이로 인한 주민

들의 피해가 상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공장과 혼재되어 있는 주거 환경은

위험했고, 이것 또한 불결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상업

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이 없는 것 역시 주민들의 안전상 해결해야 할 문제

임을 지적하고 있다.

인구 과밀에서 비롯해 발생된 도시문제들은 공지 또는 교외를 개발하여

도시 면적을 넓혀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강제 이주시켜 인구 수를 줄여야하

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도심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들을 그곳에 갖추어야 한

다. 이는 단순히 인구 밀도를 낮추려는 작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연쇄적

87) 「工業化하는 경성 十七年間에 九倍 누구의 손으로든지 작고 발뎐 工場地帶益益擴
大」, 『朝鮮日報』, 1929.07.0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3), 앞의 책, pp.
481-483

88) 「工業發展과 不安한 府民 공장부근 주민들은 거멍과 불똥과 긔계소리로 대곤난 日
이 急한 區劃整理」, 『朝鮮日報』, 192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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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얽힌 여러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필요로 한다.

2. 경성 도시계획 수립

영국을 필두로 18-19세기 서양 국가들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비단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만 이끈 것은 아니었다. 도시 곳곳에 공장들

이 들어서고 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공장노동자들을 수용할 주거공간을

갖추며 도시는 점차 과밀해졌다. 한정된 도시 공간에 수많은 시설들과

사람들이 혼재하다보니 도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있

고,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주택구조에서 비위생적인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생활해야했다. 이러한 도시환경은 서양 국가에서 근대도시계획 출

현의 계기가 되었다. 산업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물과 공기, 건강 등 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반발이었다.89)

경성에서도 도시계획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사실 1910년대 총독부에서

경성시구개수를 진행해왔으나, 이는 식민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존의

도시공간 구조를 해체하려는 전제를 둔 사업이었다.90) 경성에 발생하는

도시문제 현안을 두고 본격적인 도시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한 때는 1920

년대부터이다. 총독부 및 경성부 관료들과 주로 상공인들로 이루어진 재

경성일본인들이 모여 1921년 ‘경성도시계획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행 중인 도시계획 논의를 식민지 조선 특히 경성에서 그들이

당면한 도시 문제 즉,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촌과 용산 일대의 지

속적인 번영 및 지역의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이야기했

다.91) 연구회에서 도시계획 운동의 씨앗을 뿌린 격이라면 경성부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경성의 문제에 직면하여 도시계획을 실행하고자 했다. 경

89) Edward Relph, 김동국 옮김, 주종원 감수(1999), 『근대도시경관』, 서울: 태림문화
사, p.66

90) 김백영(2005), 「식민지 도시계획을 둘러싼 식민 권력의 균열과 갈등 –1920년대 “대
경성(大京城) 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7, p.90

91) 박세훈 (2000),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
운동’」, 『서울학연구』 15, pp.1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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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 내 도시계획 조사계를 신설하고, 경성부윤과 그 사무진들이 직접

경성 인접지인 청량리와 왕십리, 공덕리 등 방문하여 인구 및 주택 증가

현상이나 경제 상황을 포함한 여러 현황을 시찰하기도 했다.92)

“동부의 시찰을 마친 택촌이사관(澤村理事官)은 말하되, 오래부

터 구역확장 문제는 당국자 사이에도 연구를 계속하던 터이나 …

이번에 실지조사를 한 것은 결코 오늘내일 간에 구역확장을 실행

하다는 것이 아니외다. 다만 연구재료로 실지를 보아둔 것이 필요

하다는 의미뿐이외다. 그러나 동대문 밖은 숭인동까지가 경성부내

이나 실지에 가서보니까 인가가 시외 구역까지 처마를 전하여 부

외와 부내의 구별을 할 수가 없으며 서대문 밖 역시 확실한 구역

을 구별하지 못하겠고 다만 지도상으로 구역이 분간되어 있을 뿐

이외다.”93)

이들이 방문한 1922년 이때에도 이미 경성부에서는 “장래에는 그 부

근을 모두 경성 구역 안으로 편입하게 되겠지”94)라며 경성부 행정구역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차근히 그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였다. 여론

에서도 행정구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팽팽했다. 일부는 “남면으로 발전

되어야 가장 좋은 도시가 될 터”95)라며 남산을 주택지로 한강 주위를 공

업지로 용산을 상업지로 하는 도시공간 확장을 주장했고, 한 편에서는

“용산 일대는 이미 일본인에게 점령되어 조선인 진출은 바랄 수 없는 불

가불”96)이라며 청량리와 왕십리, 마포 등 동서방면으로의 확장을 주장했

다.

경성부는 어느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도시 현황에 초점을 두어, 1923년

92) 「大京城計劃의 前兆, 금일 부윤이 실디로 시찰한다고」, 『東亞日報』, 1922.11.08.
93) 「漸進的의 擴張策, 장래 경성시구 확장을 위하야 실디 조사를한 澤村리사관말」,
『東亞日報』, 1922.11.10.

94) 「漸進的의 擴張策, 장래 경성시구 확장을 위하야 실디 조사를한 澤村리사관말」,
『東亞日報』, 1922.11.10.

95) 「南山의 一大公園, 경성시가의 발뎐은 남방으로, 佐野박사가 강연한 도시계획 포부
발표」, 『東亞日報』, 1921.09.08.

96) 「大京城의 計劃, 市外 電車區域을 撤廢하라」, 『東亞日報』, 19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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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확장 계획과 교외도로망 건설 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1926년 행

정구역을 비롯하여 도로망과 구획정리, 용도지역 설정 등 포괄적인 도시

계획을 다룬 『경성도시계획구역설정서』를 발간했다.97) 이는 교통 발달

을 고려하여 도시 주민의 상업상, 공업상, 주거상 편의를 목표로 장래 도

심이 되는 경성부 신청사 동쪽을 중심으로 60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

즉, 동으로 숭인면 휘경리 북단, 서로 연희면 연희리 철도 교차점, 남으

로 북면사무소, 북으로 북한산을 경성부 행정구역으로 염두한 결과였

다.98) 그러나 이 계획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경성부는 당시 총독부로부

터 이관된 경성 시구개수사업을 진행하고자 했기에 여기에 재원을 쏟아

도 모자라는 재정적 한계가 있었고, 총독부도 계속되는 대공황을 겪으며

새로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1931년 경기도에서 빈민구제사업의 일환으로 경성 교외도로를 시행하

기로 함에 따라 경성부 구역 확장도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

조되었다.99) 『朝鮮市街地計劃令』을 입안중이라는 소식 또한 계획령 발

포와 함께 경성부 구역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고취시켰

다.100) 그 결과 1936년 4월, 지난 수년간 논의되어 왔던 경성부 행정구역

이 확대되었다. 이후 경성부는 경성시가지계획을 구상하여 도로망과 토

지구획정리, 지역지구제 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경성부로 새로 편입될 지

역과의 이동 편의를 높여 도심으로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무질서하게

혼재해 있는 시설들을 제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경성

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

로 일제의 전시상황 속에서 경성 도시계획은 미비하게 마무리 되었고,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대한민국 서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계획

들이 상당수 이어졌다.

97) 염복규(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 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
사』, 서울: 이데아, pp.92,123-124

98) 酒井謙治郞, 「大京城の將來の地域を如何にすべきか」, 『朝鮮と建築』 第5輯第3號,
1926.03.01.

99) 「二百四十萬圓으로 郊外道路를 完成」, 『朝鮮日報』, 1931.02.20.
100) 「各地帶로 區分設計되는 大京城의 都市計劃 주택 공장 유원 등지로 구분 旣設家屋
도 大變化」, 『東亞日報』, 193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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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성 동부지역 개발

1. 조선시대 후기

1900년대까지만 해도 동부는 경성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딘 개발 상

태를 보이던 지역이었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에 타버린 후 창덕궁

을 본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인근 지역 즉 동부에 사람이 거처하지 못하

도록 주기적으로 민가 철거를 진행했다.101) 창덕궁 주변으로 한양도성과

연결된 산줄기 (낙산과 북악산) 그리고 지금의 서울대병원 자리인 마등

산(馬凳山)102) 때문에 지형이 높아 그 위에서 아래로 창덕궁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01) 유슬기·김경민(2017b),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 동부 지역의 상업도시화 과정」,
『서울학연구』 67, pp.243-244

102) 마등산에 대한 표기는 기록마다 조금씩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最新京城全
圖」(1907)에 표기된 바로는 마두산(馬頭山), 이규철(2016)의 연구와 백과사전에서의
명칭은 마등산(馬登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의원 해당 기관에서 출판한 책
『朝鮮總督府二十年史』(1928) 에서는 마등산(馬凳山)으로 표기했기에, 본고에서는 해
당 자료에 따라 마등산(馬凳山)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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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성 동부 등고선

비고 : 『最新京城全圖』(1907)에서 확인한 경성 동부 지형으로, 등고선과 마두산(馬頭

山)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주요 시설 명칭을 표기하고, 마두산 명칭을 노란색 동그라

미로 체크하였다.

다만, 조선 초부터 자리잡은 성균관 주변과 정조 즉위 후 옮겨온 경모

궁 주변은 예외였다. 성균관 노비인 반인들이 성균관 주변에 거주하면서

현방을 운영하며 상인계층으로 성장해 반인들의 거주지역은 점점 확대해

갔고, 경모궁 주변으로 거처를 옮긴 주민들 역시 이주해 온 대가로 받은

여객주인권을 활용해 거대 상인계층으로 성장해나가 조선 후기 3대 시장

으로 꼽히던 이현시장이 동부 지역 내 조성되었다.103)

103) 유슬기·김경민(2017b), 앞의 글,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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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선시대 동부 주요시설과 도로

비고 : 『首善全圖』(1861)를 바탕으로 필자 표기

1900년대 이후부터 동부는 근대성을 띄는 새로운 지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성균관 반인들의 마을과 경모

궁 모민들의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동부 지역이 여전히 한양도성 내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개발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

다.104) 개항 이후 외국인들의 조선 이주로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한양의 서/남/북/중부와 달리 동부에는 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

다.105) 이는 당시 동부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적었음을 뜻한다.

104) 박은숙(2009), 「개항기(1876~1894) 한성부 5部의 차별적 변화와 자본주의적 도시
화」, 『한국사학보』 36, pp.162-184

105) 한우근(1970), 『開港期 商業構造의 變遷』, 서울 : 한국문화연구소,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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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00년대부터 생겨난 새로운 개발이 나타나기 전까지 동부는 조선

후기의 모습에서 답보상태에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동부는 한양

도성 안에 있는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었기에 대규모 시설이 입지할 개발

의 여지가 충분했고 이에 따라 동부로의 인구 이동을 동반할 수 있었다.

2. 대한제국∼1920년대

1) 주요시설 입지

동부 지역의 변화는 주요시설 입지에서 비롯되어 이후 공공개발 및

민간개발로 이어진다. 이에 1920년대까지 동부에 들어선 주요시설에 대

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살펴볼 주요시설은 총독부 산하기관으

로 운영된 교육기관이다. 경성의 관립학교였던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

等工業學校)와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 경성고등상업학교

(京城高等商業學校) 이렇게 3개교와 일본 제국대학 중 하나인 경성제국

대학(京城帝國大學) 또한 동부에 들어섰다. 교육기관 설립은 교육 뿐 아

니라 연구와 실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속기관들을 동반하였다.

공업에 대한 연구와 실습을 담당하는 중앙시험소(中央試驗所)와 의료 실

습 및 진료가 가능했던 조선총독부의원(朝鮮總督府醫院)이 그것이다.

1907년 설립된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는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전신이

다. 1895년 갑오개혁 이후 조선 내에서 근대 교육제도 도입과 실업교육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04년 농상공학교(農

商工學校)를 설립했으나 다음 해 농상공이 각각의 학교로 분리, 이 중

공업은 공업전습소로 개편되어 1907년 동부 낙산 근처 동숭동에 설립되

었다. 이후 공업전습소에서 담당하는 기능교육과 더불어 1912년에는 연

구와 실험까지 시행할 수 있는 중앙시험소를 설치해 공업 분야 인재 양

성과 기술 개발에 다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1916년, 총독부

는 3개의 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하는데, 그 중 공업전습소가 포함되어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개칭되고, 1922년 관립전문학교개정규정에 따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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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경성고등공업학교 라는 명칭을 따르게 된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899년 한성부 중부 관인방 훈동 (漢城府 中部 寬仁坊 勳洞) 에 설립한

관립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에서 출발한다. 이후 1907년 대한의원관제

발포에 따라 경성의학교는 동부 연건동 소재의 대한의원(大韓醫院) 내

건물로 이전하였고, 1909년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로 개칭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대한의원이 조선총독부의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대한의

원 부속 의학교는 조선총독부 부속 의학강습소로 바뀌고, 이 의학강습소

는 1916년 총독부가 승격한 3개의 전문학교 중 하나인 경성의학전문학교

로 발전해나간다. 한 편, 경성고등상업학교는 본래 일본의 동경동양협회

전문학교(東京東洋協會專門學校)의 분교로 1908년 경성부 대화정1정목

(京城府 大和町一丁目)에 설립되었다. 이후 1919년 동부 숭2동으로 이전

해온 뒤 이듬해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개칭하였고, 1922년 사립에서

관립으로 이관되어 총독부 기관으로써 운영되는 경성고등상업학교가 되

었다.

경성제국대학의 경우, 1919년 3.1운동 이후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나 물

산장려운동과 같은 조선인 스스로의 성장에 주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106) 당시 조선 내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조

선인들의 호응을 이끌면서도 한 편으로는 조선 내 거주하는 일본인 관료

들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107) 1925년 도성 밖 청량

리에 예과를 먼저 설립하고, 1927년 동부 내 동숭동과 연건동에 본과를

설치했다. 조선총독부의원은 1908년 개원한 연건동의 대한의원을 계승한

것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1928년 소격동에 부속병원을 개원하기 전

까지 함께 하다가 경성제대가 설립된 이후에는 제국대학의 부속 병원으

로 존속해왔다.

위의 모든 기관들은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총독부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라 함은 곧 일본이 조

선의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총독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

설인 격이다. 중앙시험소는 일본 본국에 설치한 시험소들과 비교하여도

106) 이충우(1980), 『京城帝國大學』, 서울 : 다락원, p.54
107) 이충우(1980), 앞의 책,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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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적지 않은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운영되었을 뿐 아니

라 대부분 일본인 직원으로 구성되었다.108) 학교들 역시 대다수 일본인

교직원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 또한 일본인이 다수였다. 특히, 경성제대

의 학비는 매월 50-60원에 달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중상위 계층의 자

녀들만 다닐 수 있었다.109) 병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직원들은 물론

이용객 또한 주로 일본인이거나 재력 있는 일부 조선인이었다. 운영 예

산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타병원들과 다르게 진료비 일부를 재

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었다. 더

욱이 병원이 들어선 곳은 원래 사도세자의 사당이 있던 경모궁 자리여서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에 조선 귀족들이 선호하는 병원이었

다고 한다.110)

108) “설립 당시의 농상무성 공업시험소와 중앙시험소의 예산액을 비교하면, 전자는 5만
5221엔, 후자는 4만 8481엔으로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 … 1915년의 경우 오히려 중앙
시험소가 농상무성 공업시험소보다 4398엔이 더 많았다. 일본의 지방 공업시험장과
비교해보면 예산액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12년~1915년 오사카공업시험장의 평
균 예산액은 5만 7256엔이고, 교토시 도자기시험장은 3만 992엔이었다. 같은 기간 동
안 중앙시험소의 평균 예산액은 8만 488엔이었다.” (출처 : 이태희(2013), 「제국 일본
의 공업시험연구체제와 191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공업화 전략」, 『역사와
문화』 25, p.140)

109) 차남희·이진(2010),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시기 “중인층”의 상승 이동」, 『담론
201』 13(4), p.21

110) 신규환(2007), 「대한의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연세의사학』 10(1), p.243; “此時
に當り醫院は漸く狹隘を感じ擴張增築を圖らんとす〭 … 所謂「サナトリ-ウム」式に傚
ふ〭 朝鮮貴族の患者は此病棟を希望するもの少なからず”〭 (출처 : 朝鮮總督府醫院(1928),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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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별 직원 수 학생 수

경성고등공업학교

(1924)

조선인 1 43

일본인 49 85

경성의학전문학교

(1926)

조선인 5 136

일본인 72 218

경성고등상업학교

(1926)

조선인 1 33

일본인 33 213

경성제국대학

(예과제외)

(1927)

조선인 8 94

일본인 118 129

중앙시험소

(1931)

조선인 1
-

일본인 13

민족별 직원 수 이용객 수

조선총독부의원

(1926)

조선인 9 22,507

일본인 55 24,601

출처 :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 『京城高等商業學校

一覽』; 『朝鮮總督府醫院年報』;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

[표 6] 조선인/일본인 직원 및 학생 수 비교

단위 : 명

위의 시설들에 상주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이라는 점

은 당시 경성 동부 지역의 변화상을 유추하는데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1900년대 이전까지 더딘 개발 상태를 유지하던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

고가게 되는 대형 주요시설들을 설립함으로써 이 일대로 접근하는 도로

망을 개설하고 편리한 왕복을 꾀한다던지, 대형 시설 근방으로 이와 관

련된 소규모 상점들이 들어선다던지, 주변으로 주택가가 형성된다던지

등등 주요시설로 하여금 생겨나는 지역 내 파장은 상당하다. 특히나 앞

서 강조한대로 동부에 들어선 주요시설들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곳으로, 이들의 편의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환경을 갖추어야했다.

재력있는 조선인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서민



- 55 -

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과는 다른 상위계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했다. 지역의 개발과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어떤 시설이 자리하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요시설은 행정기관으로 종로4정목에 위치한 경성

전매지국(京城專賣支局)과 동대문경찰서(東大門署) 이다. 경성 전매지국

은 동아연초주식회사(東亞煙草株式會社)에서 그 출발을 모색할 수 있다.

동아연초주식회사는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일본 기업으

로, 1909년 경성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1910년대 초 기사에 의하

면 동아연초는 당시 수 천 명의 직공들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

를 키워나갔고, 경성 뿐 아니라 평양, 대구, 전주 등 지점을 확대 건설해

나가며 조선에서 판매되는 연초의 대부분을 독점할 정도로 성장하였

다.111) 이후 총독부는 연초 제조 및 매도를 담당할 전매국을 새로 신설

하고 동아연초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민간 기업들의 연초제조공장을 매수

해 인계받음으로써 1921년 「朝鮮煙草專賣令」 공포하였다.112) 동아연초

직원들은 모두 경성전매지국으로 이동하게 되고, 기존에 경성 동부 인의

동에 있던 동아연초의 공장 부지에 경성전매지국을 세웠다.113) 동대문경

찰서는 1921년 1월 서대문경찰서와 함께 경무기관 확장계획에 따라 새로

신설되었다. 당시에는 파고다공원 앞에 있던 고양경찰서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같은 해 3월 종로4정목으로 이전을 결정, 10월에 청사 낙성

식을 거행했다.114) 동대문경찰서는 치안과 위생, 소방 등 담당하는 행정

기구로 경성 동부를 포함해 도성 밖 숭인면과 한지면, 뚝섬 지역을 관할

하였다.

두 시설은 총독부의 행정기관으로 당시 경성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111) 「東亞煙草의現況」, 『每日申報』, 1911.05.24; 「京城의煙草業」, 『每日申報』,
1912.08.14

112) “專賣局新設. 朝鮮 總督府에서는 總督府廳含內에 專賣局을 新設하고 烟草, 鹽, 人蔘,
阿片의 四種을 專賣하기로 되엇는데 東亞烟草會社外 民間의 23個所 烟草製造工場을
買收하야 今年內로 此를 實施하기로 되엇다.” (출처 : 一記者, 「汎辛酉의 回顧」,
『開闢』 제18호, 1921.12.01.)

113) 「東亞煙草職員異動」, 『東亞日報』, 1921.07.02.; 「專賣支局移轉」, 『每日申報』,
1921.08.10

114) 「京城府內 二警察署新設 東大門西大門署를增置」, 『每日申報』, 19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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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종로 거리, 그 중에서도 혜화문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교차점

에 위치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거리에 자리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위엄을 드러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성전매지국 이전의 동아연초주식회

사 역시도 원래부터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회사였다. 최

돈화(1972)는 당시 조선에서 연초 판매를 확대해나가던 英美Trust회사를

축출하기 위해 일본이 연초에 대한 세금 관련 법령을 신설하면서까지 동

아연초에게 독점적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한다.115) 동아연초는 1,600

여 평의 대형 부지에 공장과 사무시설을 갖추고 몇 천 명의 직공들이 드

나드는 대형 기업으로 그 위상을 뽐냈을 것이고, 이를 이어받은 경성전

매지국 또한 그 웅장함과 함께 정부기관으로서 돋보였을 것이다. 경찰서

또한 다르지 않다. 특히 경찰서는 관할지역 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치안을 가장 문제 삼으며 범죄와 연루된 일들을

강압적으로 행하던 곳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의 경찰서 폭탄 투척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총독부 행정기관으로서 경찰

서의 역할에 대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비단 조선인 뿐만 아니라

경성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찰서는 위압감을 주는 존재였

을 것이다.

왜 위의 주요시설들이 경성 동부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

유는 밝혀진 바가 없다. 각각의 시설들이 어떤 경위로 토지를 확보했는

지 조차도 모두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기록을 통해 알려진 경성고등공업

학교와 조선총독부의원, 경성제국대학, 그리고 경성전매지국이 동부에 자

리하게 된 배경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1906년 공업전습소 부지

를 물색할 때,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권중현(權重顯)은 자신의 토지

5천 여 평을 기부하였고, 이를 포함한 총 만 여 평의 부지에 공업전습소

를 설립하였다.116) 조선총독부의원의 전신인 대한의원은 경모궁에 있던

사도세자의 신위가 1899년 종묘로 옮겨진 후 몇몇 조선 왕의 어진을 봉

안한 영희전(永禧殿)으로 명칭과 그 역할 바뀐 이곳을 포함하여 주변의

115) 최돈화(1972), 『한국연초산업의 사적고찰』,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4
116) 최공호(2000), 「官立工業傳習所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8, p.159; 서울공고백
년사 편찬위원회(1999), 『서울工高百年使』, 서울 : 서울공업고등학교 동창회,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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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등산(馬凳山)과 인근의 일부 민가를 매입해 건설되었다.117) 경성제국대

학의 경우, 기존에 경기도립상업학교(京畿道立商業學校) 건축지로 매수해

두었던 부지와 함께 동부에 자리해있던 경성고등공업학교 뒤 공터와 개

교 이후 대학부속병원으로 활용할 총독부병원을 포함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였다.118) 한 편, 경성전매지국의 위치는 조선시대 어영청(御營廳)

이 있던 곳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공터로 비어있게 되었다는 기록을 통

해 빈 국유지에 동아연초주식회사가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119) 위 4개

의 시설들이 동부에 자리하게 된 이유를 정리해보면, 대부분 국유지로

비어있던 땅이거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시설의 부지였다. 그리고 일부 정부 관료의 기부가 있었기에 나머지 필

요한 부지를 민가 매입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총 지출금액으로 따지면

크게 무리하지 않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즉, 1900년대 이후에도 동부는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었기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데 용이했고, 총

독부의 주요시설들을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도성 안 유일한 지역이었

다. 총독부에게 동부 지역은 도성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도 비교적 근거

리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관들을 배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2) 교통망 구축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이 된 동부 지역에 이를 뒷받침할 개발 계

획들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1904년 기사에 의하면 “월근문 밖 박석고개

와 혜화문, 돈암고개 세 곳이 험준해 왕래에 불편하니”120) 라고 기록되

었을 정도로 이전까지만 해도 동부는 통행이 불편한 상태였으나, 1900년

대 꾸준히 대규모의 주요시설들이 입지하게 되고 점차 유동인구가 많아

117) 이규철(2016), 「대한의원 본관의 건축 과정과 건축 계획적 특성」, 『醫史學』
25(1), pp.12-13; 「病院基址에 價額」, 『大韓每日申報』, 1906.09.23.; 朝鮮總督府醫院
(1928),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p.4

118) 「京大建築」, 『時代日報』, 1925.01.12.
119) “禁營은 禁衛營의, 御營은 御營廳의 簡稱이니 今의 李王職雅樂隊의 一圓이 禁衛營
의 舊址오 仁義洞의 京城專賣支局이 御營廳의 舊址.” (출처 : 李重華, 「京城市廛의
變遷」, 『別乾坤』 23, 1929.09.27.

120) 「治道督促」, 『大韓每日申報』, 19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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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동부 지역 왕래에 편의성을 고려해야 했다. 특히 1915년 공진회

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경성시구개수사업은 미비했던 동부 지역

의 도로망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였고, 총독부는 이때 경성 시내와 동부

를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총독부에서 1912년 발표한 경성 시구개수예정계획에는 총 29개의 노

선이 예정되었다. 이 중 1915년 공진회 개최까지 완공된 노선은 불과 8

개 노선으로, 동부에 해당하는 노선은 11호선 이었다.121) 사업에 필요한

경비 확보 문제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노선보다 확연히 줄어든 완공

결과였다. 이때까지의 공사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도성 안과 밖 왕래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점, 그리고 우선적으로 완공된 노선을 통해 도성 안

에서 어느 지역과의 연결에 중요도를 두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21) 

노선 구간
2 남대문 - 남대문정거장
3

[태평통]
황토현광장 - 대한문 앞 광장 - 남대문

5

[남대문통]
남대문 – 조선은행 앞 - 종로

8

[황금정통]
대한문 앞 광장 – 황금정 – 광희문 밖

9

[돈화문통]
돈화문 앞 – 황금정광장 – 본정6정목 - 대화정

11

[의원통]
식물원 앞 – 총독부의원 – 본정9정목 - 대화정

14

[장곡천정통]
대한문 앞 광장 – 조선은행 앞 광장

15

[서대문통]
경희궁 앞 – 서대문 - 독립문

출처 : 염복규(2009),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pp.34-51 정리

[표 7] 1915년까지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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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10년대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

출처 : 「朝鮮總督府告示第173號」, 『朝鮮總督府官報』, 1919.06.25.

비고 : 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위에 1910년대까지 완공된 노선을 노란색으로 표기, 경

성 동부에 해당하는 노선을 빨간색으로 표기하였다.

공진회 이후에도 시구개수 사업은 이어졌다. 1919년 다시 발표한 경성

시구개수계획 노선은 이전에 발표한 것에서 일부 수정 및 추가한 것으

로, 1926년 경복궁 안으로 이전하게 될 총독부 신청사를 고려한 연결망

조성과 도성 중심부에서 용산 및 마포로 이어지는 도로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의 사업도 역시나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

제가 있었고, 종묘를 가로지르는 6호선 – 일명 종묘관통선 (현재의 율

곡로) 공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어 더디게 시구개수사업이 진행되었

다. 동부 지역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에 반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 확장과 개수 사업에 힘써달라는 청원운동을 펴기도 했다.122)

122) 「府堂局의 無誠意로 東小門 洞民大會」, 『朝鮮日報』, 192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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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32년까지 완공된 시구개수노선은 아래와 같다.123)

[그림 8] 1932년까지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

출처 : 「朝鮮總督府告示第173號」, 『朝鮮總督府官報』, 1919.06.25.

비고 : 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위에 1932년까지 완공된 노선을 노란색으로 표기, 경성

동부에 해당하는 노선을 빨간색으로 표기하였다.

123) 

노선 구간

6
광화문 앞 – 대안동광장 – 돈화문통 – 총독부의원 남부 – 중앙시험소

부근
10 중앙시험소 - 종로
12 혜화문 - 중앙시험소
20 남대문 - (마포 방향) - 철도 건널목 - 봉래정2정목
22 조선은행 앞 – 욱정1정목 – 남묘 앞 – 길야정 - 삼판통
33 남대문정거장 앞 - 강기정
34 봉래정2정목 - 청엽정3정목

동대문통
광화문우체국 – 종묘 앞 - 의원통
황토현광장 - 종로4정목

출처 : 염복규(2009), 앞의 책, pp.61-93 정리

[표 8] 1915∼1932년 사이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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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는 시구개수사업을 통해 도로를 정비하는 한 편, 그 도로 위를

지나는 전차와 버스 노선을 신설 계획했다. 전차의 경우 1899년 서대문

에서 청량리 홍릉까지의 연결을 시작으로 노선을 갖추어 갔고, 버스의

경우 1928년 주로 도심부와 남촌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버스의 운

영 시작 시기가 전차보다 늦었던만큼 경성부는 전차 노선이 닿지 않는

곳을 주로 다니기로 초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소규모로 시작하다보

니 초기 계획과는 달리 노선이 축소되고 대부분 전차와 동일한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1929년 당시 동부에는 종로 거리의 전차와 서대문-동대

문 간의 버스 노선, 본정과 창경원을 연결하는 전차와 이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향하여 경성고등상업학교까지 연결된 버스 노선이 있었다.

[그림 9] 1929년 전차 및 버스 노선도

출처 : 京城電気株式会社(1929), 『京城電気株式会社二十年沿革史』

비고 : 버스노선은 필자가 최인영(2007)의 논문을 참고하여 원 지도 위에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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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버스 사업이 경성부에서 경성전기주식회사로 넘어간 후, 전차

와 버스 간 무료 환승체계까지 갖추며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던 초기 계

획대로 전차가 다니지 않는 곳곳을 버스가 대신했다.

[그림 10] 1935년 경성 전차 및 버스 안내도

출처 : 京城電気株式会社庶務課(1935), 『伸び行く京城電気』

위의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5년 기준으로 전차는 물론 버

스노선도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부에는 본정과 창경원 및 총

독부의원 사이를 오가는 전차 노선이 연결되어 있고, 종로5정목에서 중

앙시험소, 경성제대를 지나 혜화문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과 총독부 앞

에서 안국동과 돈화문을 지나 원남동, 총독부의원을 거쳐 혜화문까지 가

는 버스 노선, 그리고 혜화문에서 도성 밖 돈암정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

선이 있었다.

도로 정비와 교통시설 구축, 그리고 주요시설 건설까지 1900년대 이후

총독부와 경성부에 의한 즉 공공에 의한 개발 사업이 실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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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지 개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경성의 주택난은 당대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꼽혔다. 동부에서도 전체적인 경성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년

인구 및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1928 1929 1930
인구

수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수

인구

수
가구 수

혜화동 1,180 238 1,270 243 1,229 227

숭1동 586 115 599 118 648 125

숭2동 1,713 353 1,749 364 1,809 362

숭3동 1,313 257 1,310 246 1,447 270

숭4동 1,387 295 1,412 288 1,525 313

동숭동 948 191 965 191 947 188

이화동 1,015 203 1,075 213 928 218

연건동 1,440 290 1,664 342 1,759 326

충신동 1,946 378 2,272 459 1,990 438

효제동 1,781 372 1,860 388 1,697 359

연지동 2,076 419 2,220 442 2,381 489

인의동 2,547 487 2,786 515 2,817 552

예지동 1,138 248 1,906 165 2,457 591

원남동 2,235 487 2,409 508 2,142 463

종로4정목 1,485 321 694 186 1,260 248

종로5정목 3,542 810 4,010 885 3,255 744

종로6정목 2,682 572 2,948 590 2,993 646

계 29,014 6,036 31,149 6,143 31,284 6,559
출처 : 『統計年報』

[표 9] 경성 동부 인구 및 가구 수
단위 :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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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내 지역마다 존재하는 주택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부에서의 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29년에 게재된 아래 기사를 통해 경성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 및

가구 수 대비 주택 공급량이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현재의 도시문명 발전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은 매년 현저히

되어가는 사실로써 … 주택문제는 급격하게 되어 왔다. 이것을 이

제 가호(家戶) 및 인구에 비해보면, 소화 4년 (1929년) 11월 1일

현재 경성 전체 가호는 4만 1천여戶로 그 중 공장, 상점 등을 제외

하면 순수 주택으로는 3만 8천에 불과하여 이것을 소화 3년 (1928

년) 말 7만 1천여戶 32만人에 대하면 그간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간

주하고 1家戶에 2戶口, 10人이 거주하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선인, 일본인을 전체로 본 것이오, 자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조선인은 이보다 훨씬 더 곤란한 생활을

할 것으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 하겠다. … ”124)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경성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가중되고 있었다. 경성 전체의 인

구와 가구 수, 주택 수에 대한 단순 수치만 계산하면 하나의 주택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꼴이라 했지만, 이를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이보다 상황

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 말한다. 경성 전체가 이러한 양상이니 경성 내

지역마다의 상황도 전체적인 평균을 따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동부

에서도 경성 주택난의 영향으로 지역민들의 주택 개발 요구 또한 증대되

는 상황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7년과 1927년 지적목록을 통해 필지 수 변화와

대지 용도 비율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은 의미있다. 필지 수 변화는 얼마

나 필지 분할이 이루어졌는가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

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 시장에서 지가

124) 「住宅難과 家貰引下問題 一」, 『東亞日報』, 192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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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승해 토지의 압축적·집약적 사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

의 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분배하기

때문이다. 대지 용도 비율 변화는 주택 개발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당

시의 지적목록에서 현대와 같이 토지용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아

아쉬움은 있으나, 밭(田)과 대지(垈)의 구분만으로도 확실한 용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밭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 대지는 건물이 들

어설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밭의 비율이 줄어들고 대지의 비율이

증가함은 비도시적인 용도였던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바뀌면서 지역의

모습이 한층 더 도시적 면모를 갖춰나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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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1927년

() 안은 증감률

혜화동 251 291 (15.9)

숭1동 108 129 (19.4)

숭2동 265 401 (51.3)

숭3동 156 255 (63.5)

숭4동 222 299 (34.7)

동숭동 205 305 (48.8)

이화동 228 263 (15.4)

연건동 337 377 (11.9)

충신동 216 260 (20.4)

효제동 337 392 (16.3)

연지동 282 307 (8.9)

인의동 193 219 (13.5)

예지동 335 434 (29.6)

원남동 329 389 (21.3)

종로4정목 206 264 (28.2)

종로5정목 205 582 (183.9)

종로6정목 325 421 (29.3)
출처 : 『京城府管內地籍目錄』

[표 10] 1917년과 1927년 필지 수 변화

단위 : 개, %

필지 수는 동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적게는 연지동에서 8.9%

증가량을 보였고, 많게는 종로5정목에서 183.9%의 증가량을 보였다. 특

히 많은 증가량을 보인 종로 일대는 계속적으로 주요 상권으로 있어오면

서 그 수요가 여전히 많음을 짐작할 수 있고, 숭2·숭3·숭4동은 조선시대

반촌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존의 주거지역으로서 이미 주거 환경이 마련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입이 활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동숭

동의 경우에는 경성제대 건설과 더불어 그 주변 낙산 아래로까지 관사와

주거지들이 함께 개발되면서 필지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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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1927년

밭 대지 기타 밭 대지 기타

혜화동 31.5 68.1 0.4 24.1 75.3 0.7

숭1동 40.8 58.3 0.9 17.1 82.2 0.8

숭2동 32.8 66.8 0.8 6.0 93.3 0.7

숭3동 49.4 50.0 0.6 5.1 94.5 0.4

숭4동 40.5 59.0 0.5 16.4 83.3 0.3

동숭동 37.6 62.4 - 26.2 73.1 0.7

이화동 29.8 70.2 - 16.3 82.9 0.8

연건동 34.1 65.9 - 14.3 85.7 -

충신동 29.2 70.8 - 14.2 85.4 0.4

효제동 38.0 61.4 0.6 23.7 74.0 2.3

연지동 4.6 95.4 - 8.8 91.2 -

인의동 0.5 99.8 - 0.5 99.7 0.5

예지동 2.7 97.3 - - 80.4 18.6

원남동 - 100.0 - 0.8 99.2 -

종로4정목 - 99.0 1.0 - 99.1 0.9

종로5정목 5.4 94.6 - 8.5 91.0 0.5

종로6정목 12.0 86.8 1.2 3.6 94.3 2.2

출처 : 『京城府管內地籍目錄』

[표 11] 1917년과 1927년 지목별 필지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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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10년 동안 대부분의 동부 지역에서 밭 비율

이 줄어들고 대지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지 비율이 그나마 적은 행

정동은 70%대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80-90% 많게는 99%까지 대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밭과 대지 비율 외에 기타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

는 한 가지 특이점 중 하나는 작은 비율로 밭의 증가를 보인 연지동과

원남동, 종로5정목이다. 원남동은 원래 대지였던 필지의 분할 과정에서

일부는 대지로, 일부는 밭으로 분할되어 밭의 필지 비율이 증가하였고,

연지동은 원남동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케이스와 함께 토지소

유자가 변하면서 토지용도가 변경된 필지가 나타난 결과였다. 종로5정목

의 경우, 청계천과 인접한 토지를 대거 종로5정목으로 편입시키고 새로

번지를 부여한 필지들이 모두 밭이어서 이전보다 그 비율이 상승하였다.

또 다른 특이점은 예지동의 경우이다. 예지동은 1917년에서 1927년으

로 넘어가면서 밭과 대지의 비율이 모두 감소한 반면, 기타 비율은 증가

했다. 1927년 자료에서 동부 지역들 대부분이 미미한 비율로 기타 토지

용도를 갖추고 있는 한편, 예지동은 18%대의 기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토지용도는 사사(寺社), 임야, 도로, 잡종지 등 다

양한데 예지동에서 기타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도로 용도의 필지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적목록을 작성한 근거였던 토지조사사업에서 기존

의 도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새로 만들어진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라고

토지용도에 표기하고 지적목록에 기입했다. 즉 예지동은 왕래의 편의를

도모해야하는 주변의 수요가 많았기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예지동은 위치상으로 종로에 매우 인접해 있으면서

그 남쪽으로 청계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서 종로의 영향이 그 남북 방

향으로의 개발로 확대되어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지동 뿐 아니라,

위치상 종로 이남에 있는 종로5정목, 종로6정목에서 기타 비율 즉 도로

용지의 필지가 증가한 양상을 띈다. 또한 시구개수사업에서 남북 방향으

로의 도로연결망 구축하려던 계획의 일환으로, 동부지역에서도 남북방향

즉 세로축 도로 - 흥덕동천이 흐르던 현재의 대학로 구간과 이현대로였

던 현재의 창경궁로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로용지가 증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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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일찍이 총독부는 1910년대 시구개수 사업 경비 마련을 위해 관유지(官

有地)를 경매로 불하(拂下)한 바 있다. 이때 관유지 다수가 아직까지 개

발이 미진했던 동부 혜화동과 숭1동, 숭3동 일부였는데, 이 경매에 참여

한 사람들 중 조선인은 주거를 위해 일본인은 주로 투자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125) 한양도성 안 유휴지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비어있던 땅들

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동부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1920년대까

지 대형 주요시설들이 대거 건립되었다. 제국대학과 더불어 관립학교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지만 동부에 자리했던 여러 크고

작은 학교들까지 포함하여 동부는 일약 학교촌으로 부상했다.126)

“여기 (혜화동 1번지, 보성고등보통학교) 는 사방에 산이 둘러있

고 송림이 울창하며 그 사이에는 數多의 양옥과 초가집이 있다. 양

옥집은 모두 학교이며 초가집은 조선인 가옥이다. 그 부근은 대학

을 위시하여 전문, 중학, 소학교, 유치국까지 합하여 모두 15개소

가 있다. 이것이 어찌 교외가 아니며 학교촌이 아니랴. 이러고보니

아침저녁으로는 학생들이 길을 차지한다.”127)

“…주택지로 시내에서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기는 5-6년 혹은

6-7년 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북동과 인접한 동소문

안 숭2동, 숭4동 방면에 집이 많이 들어선 다음의 일이다. 즉, 성

북동의 발전은 동소문 안 발전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숭2동, 숭4동 부근은 일종의 특수부락으로 취급하여 사람이 그리

살지 않았으나 중앙지의 주택이 조밀해지고 또 학교로 대학이며

125) 「官有財産入札盛況」, 『每日申報』, 1913.06.12.; 「官有財産競爭入札」, 『每日申
報』, 1913.07.03.; 「第三回拂下土地」, 『每日申報』, 1913.08.08.; 「京城官有財産競
賣」, 『每日申報』,1914.07.11.; 염복규(2009), 앞의 책, p.34

126) 1936년 지도상 동부에는 여러 학교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적인 학교보다는 총독부 산하의 교육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동부 내 입지한 학교들을
선택적으로 살펴보았다.

127) 「普成高普, 松林이 鬱蒼한 平和의 學校村」, 『東亞日報』, 192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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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 고등공업, 보성고보, 불교전문, 동성상업, 고등상업 등

여러 학교가 들어서서 완연 학교촌을 이루게 되자 인가도 자연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같이 동소문 안이 발전을 보면서 성벽 하나를

넘어 성북동으로 나가는 사람도 자연 많게 되었다.”128)

위의 인용문은 각각 1927년과 1933년에 발행된 기사에서 발췌한 부분

이다. 지역 내 주요시설 입지의 파급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당

시 동부의 모습은 본 연구에서 주요시설로 다룬 대형 규모의 학교 외에

도 보통학교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들어선

모습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로 하여금 주택들이 대거 들어서는

추세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경성제대 건설 공사 당시 “의학, 공업, 상업

각 전문학교를 위시하여 중등 정도로는 공업, 상업의 관공립에 … 경성

대학공사가 완정하면 제복제모(制服制帽)의 학생이 충분히 넘쳐날 것이

며 이에 따라 문방구점, 서적점, 하숙, 여관 등 상가의 즐비와 함께 번창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129) 고 학교촌으로서 동부 지역의 미래를 예견한

기사처럼, 학교촌으로 성장한 동부는 많은 유동인구와 생활인구가 거리

를 활보하는 북적거리는 지역이 되었고, 이에 따른 동부 지역민들의 개

발 요구가 빗발쳤다.130)

“시내 동소문 부근 일대는 근년에 이르러 갑자기 번창하여 옛날

과 면목이 다르게 되었으며 더욱이나 숭1·숭2·숭3·숭4·혜화·동숭·

연건동 등지에는 경성대학 고등상업 고등공업 도립상업 경학원 등

학교와 기타 기관이 있어 학교촌을 이룬 형편으로 2천여호에 만

명이나 살고 통학하는 학생만하더라도 2천명 이상에 이르러 어디

128) 「水石조흔 住宅地로 「인테리」村된 城北洞. 성북동의 발전은 동소문 안 발전의
연장. 날개도친 東小門 밧 地價」, 『朝鮮日報』, 1933.10.11.

129) 「京城大學新築과 附近土地價格暴騰豫想」, 『東亞日報』, 1925.01.15.
130) 혜화동과 숭1동, 숭1동, 숭3동, 숭4동 주민들은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도로확장과 전차선로 연장, 하수도 개축, 도로 살수(撒水) 등 완성을 촉구하는 진정서
를 경성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출처 : 「東部京城施設 完城促進을 陳情」, 『朝鮮日
報』, 192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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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든지 손색이 없는 신시가를 이루었으나, 교통기관 기타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관계상 갖추지 못한 점이 매우 많아 주민의 불편

이 적지 않을뿐더러 장래 그 이상 발전하는데도 장해가 적지 않다

하여 대정 15년도 (1926년) 이내로 창경원부터 동소문 밖 삼선평

(三仙坪)까지 이르는 길을 확장하고 전차를 부설하도록 전기회사

에 지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그 지방 주민 중의 유력자 52명의 이름

으로 어제 오전에 경성부윤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였다더라.”131)

주택지 개발에 대한 청원도 이어졌다. 1930년 낙산 아래 산림으로 이

루어진 국유지 개발 청원서 제출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대부분 주택지 건설이었다. 학교 근처에 주택지, 학생들의 기숙사, 상인

들의 주거지 등 동부로 몰려드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 개발과 함께, 도로

건설 및 운동장과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 그리고 교당과 같은 종교시

설 건립이 국유지 불하를 청원한 이유였다.132) 이는 모두 동부 지역 내

거주민들을 위한 주택과 시설들로, 기존에 있는 한정된 토지 외에 더 많

은 토지 확보가 필요할만큼 동부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방

증한다.133)

“요즘 성북동과 혜화동엔 짓느니 집이다. 작년 가을만 해도 보성

고보(普成高普)에서 버스 종점까지 혜화보통학교 외에는 별로 집

131) 「東小門附近住民 發展策을陳情」, 『東亞日報』, 1926.02.26.
132)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德光美福』(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李覺鍾』
(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金暻
秀外2名』(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
崇洞-金在容』(CJA0010912, 1930년);『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
惠化洞.崇一洞-李泰浩』(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
畿道京城府東崇洞-吳晴』(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
京畿道京城府惠化洞-朴晦秉外31名』(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
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有馬純吉外1名』(CJA0010912, 1930년)

133) 경성 동부의 인구 증가 현황은 다음의 신문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12
년 간 천 명에 대하여 50인 이상 증가한 洞町은 … 이중에서 가장 증가률이 높은 곳
은 동부에서는 혜화동으로 246호에 205인이며 그 다음이 숭3동과 숭4동이며…” (출처
: 「總戶數七萬千戶 人口卅二万二千」, 『東亞日報』, 192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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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배추 밭이 시퍼런 것을 보고 다녔는데 올 가을엔 양관

(洋館), 조선집들이 제멋대로 섞여 거의 공지(空地)없는 거리를 이

루었다. …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집을 나서도 안 보려해도 안 볼

수 없고 새로 짓는 집들이 작고 눈에 띄는 것이다. … 조선 기와집

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시뻘건 벽돌담을 쌓고 추녀 끝 올려쌓는다.

… 재목(材木)에 땀 흐르는 얼굴처럼 번질번질하고 끈적끈적해 보

이는 기름칠들을 한다. … 유리창도 편리하기는 하지만 큰 돈을 들

여 지을 바에는 조선건물로서의 면목을 죽여가면서까지 유리창에

열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134)

이에 따라 위의 인용글과 같이, 1935년 당시까지도 여전히 동부 지역

에는 수많은 주택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추세였다. 도성 안 동부지역

에서 나타난 주택 건설 붐은 혜화문을 통해 도성 밖으로 이어진 성북동

일대까지 그 영향이 미칠 정도였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양

관(洋館)의 서양식 외관을 한 주택이라는 점, 그리고 주택에 사용되는 자

재들이 기존의 조선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벽돌과 유리창 등 값비싼 새

로운 재료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1920년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문화주

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로 부유한 계층에게 인기있던 주택 유형 중 하

나였다.135)

공공에서 동부 내 주요시설을 세우고 동부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뒷받

침 하는 등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및 의지는 민간 개발로 이어지는 당

연한 수순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발을 위해 국유 산림을 불하하는

청원이 있어왔고 꾸준한 주택 개발도 있어왔다. 개개인의 주택 공사 뿐

아니라, 전문 임대사업자의 주택지 개발도 본격화되어 동부 일대에는 천

평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기도 했다. 다카무라 진이치(高村甚

一)은 경성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일본인 주택임대업자로, 1928년 자신이

소유한 혜화동 4번지 (3,034평) 와 5번지 (24평), 그리고 혜화동 앵도원

134) 李泰俊, 「집이야기」, 『三千里』 제7권 제8호, 1935.09.01.
135) 이경아(2009), 「경성 동부 문화주택지 개발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37,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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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櫻桃園, 1만 6천 평) 부지를 합한 약 2만 평의 문화주택지를 건설하였

다.136) 그는 후에 1940년 경성대가조합(京城貸家業者組合) 창립총회에서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경성의 주택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주택을 개발하

고 세를 놓는 방식으로 당시 연간 1,500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주택 개발자였다.137) 그의 개발 외에도 1927년에는 숭1동의 1,400평,

1930년에는 동숭동 1,300평과 숭4동 1,500평의 문화주택지가 개발되었

다.138) 1928년에 동부방면사업후원회가 성립될 정도였으니, 1920년대 후

반부터 동부 지역의 개발 사업들은 이미 줄지어 예견된 일이었다.139)

제 4 절 신흥부촌으로의 성장

경성이 근대도시로 변모해감에 따라 동부지역도 근대적 면모를 갖춘

지역으로 성장해나갔다. 동부지역은 앞서 설명한 근대식 시설을 갖춘 병

원과 근대식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들을 포함하여, 근대식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던 연초공장 및 전매국이 있었고, 그리고 종로 부근에는 근대문화

를 향유할 수 있는 제일극장과 근대식 금융기관인 동대문금융조합이 자

리해있었다. 또한 시구개수 사업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직선화되고 널찍

한 도로를 갖추었으며, 전차노선도 구축되어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한 근

대도시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나 동부에 입지한 다수의 주요시설들은 총독부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외관부터 특별했다. 대규모 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을 세우거나 근대식의 신축건물을 건설하여 총독부의 위엄을 드러내

는 방식이었다. 근대식 건물로 대표되는 철근 구조와 벽돌 소재의 외관

136) 「櫻桃園」에 文化村 주택지로 개방」, 『中外日報』, 1927.05.24.; 「東小門櫻桃園
住宅地로 開放」, 『朝鮮日報』, 1927.05.24.; 京城府(1927), 『京城府管內地籍目錄』,
p.64

137) 김윤경(2020), 「경성의 주택난과 일본인 대가업자들 – 본정대가조합을 중심으
로」, 『서울학연구』 78, pp.15-16

138) 砂本文彦(2007), 「京城(現ソウル)の郊外住宅地形成の諸相」, 『日本建築学会計画系
論文集』 613, p.204

139) 京城府, 『京城彙報』 76, 1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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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사람을 압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위 시설들은

당시 조선에서 근대식 교육과 연구, 의술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선구

적인 근대식 모습과 함께 도시 속 일상적 면모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

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에서 식민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성과

를 보여줄 수 있는 총독부의 업적 과시용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총

독부는 식민통치로 발전한 조선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근대 도시

의 발전상을 선보이는 방법 중 하나였던 박람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한 바

있다. 가장 처음으로 1915년 시정 5년 기념으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가

그것이다. 박람회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전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공진회 개최 전까지는 경성을 방문해 시내 곳곳을 시찰하

고 가는 관광단이 존재했다. 1910년대 초 당대 신문기사를 보면 일본에

서 그리고 조선 내 각 지방에서 방문하는 경성 관광단의 소식이 자주 실

렸고 이들의 관광 루트도 소개되었다.140) 관광단의 루트를 보면 관광일

정 기간에 따라 방문 장소 수의 증감은 있지만, 대게 비슷했다. 짧은 일

정으로 경성을 방문하는 경우 빠지지 않았던 방문지는 총독부청사와 창

덕궁 내 비원 및 동식물원과 박물관, 총독부의원이나 공업전습소, 그리고

동아연초회사였다. 총독부 청사를 제외하고는 동부와 맞닿아 있는 창덕

궁을 비롯하여 모두 동부에 자리한 것으로써 경성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경성 동부가 부상하게 된 셈이다. 상업지로 발전

하며 근대소비문화공간으로 대표되던 경성 명치정과 황금정을 비롯한 남

부와 종로 거리와는 다른 의미의 근대적 공간을 상징했다. 또한 1929년

시정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조선박람회 때에도 경성 내 관광지를 소개

한 『京城便覽』에 명승고적과 관공서를 비롯하여 경성제대를 포함하고

140) 「延安觀光團來」, 『每日申報』, 1911.05.17.; 「牙山觀光團日程」, 『每日申報』,
1911.07.08.; 「」, 『每日申報』, ; 「楊平觀光團의 觀覽」, 『每日申報』, 1911.10.17.;
「林川의 京仁觀光團」, 『每日申報』, 1912.03.07.; 「利川觀光團의 日程」, 『每日申
報』, 1912.05.05.; 「開城觀光團日程」, 『每日申報』, 1912.05.11.; 「恩津觀光團의 日
程」, 『每日申報』, 1912.05.17.; 「豐德의 觀光團 組織」, 『每日申報』, 1912.05.23.;
「金城觀光團日程」, 『每日申報』, 1912.10.11.; 「鳳山觀光團來京」, 『每日申報』,
1913.04.29.; 「祥原觀光團日程」, 『每日申報』, 1913.05.17.; 「咸南觀光團日程」, 『每
日申報』, 1913.08.24.; 「平康觀光團日程」, 『每日申報』, 1913.09.14.; 「義州觀光團日
程」, 『每日申報』, 19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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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동부에 지어진 경성제대 역시 경성의 관광코스 중 하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도성 안에서 유일하게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

던 동부 지역은 학교촌을 위시하여 여러 근대 시설들을 갖추며 경성 관

광 코스의 일부가 될 정도로 근대도시 경성의 한 단면과도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동부지역의 변화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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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및

목축

업

어업

및

제염

업

공업

상업

및

교통업

공무

및

자유업

기타

유업자
무직

미신

고
합계

혜화동 6 151 449 511 211 253 1,581

숭1동 10 24 210 176 109 153 682

숭2동 13 126 799 502 226 457 2,123

숭3동 68 388 519 207 501 23 1,706

숭4동 138 467 540 293 359 19 1,816

동숭동 22 105 190 409 121 286 1,133

이화동 5 3 87 321 450 135 123 1,124

연건동 10 341 424 684 169 458 20 2,106

충신동 240 800 351 711 298 2,400

효제동 8 197 811 249 354 426 2 2,047

연지동 369 823 662 399 391 9 2,653

인의동 161 550 384 180 201 2 1,478

예지동 106 1,097 177 346 45 367 2,138

원남동 239 768 666 155 436 12 2,276

종로

4정목
49 657 58 103 28 147 1,042

종로

5정목
7 548 2081 378 575 300 93 3,982

종로

6정목
21 305 1389 489 472 187 211 3,074

합계 94 11 3,254 12,424 7,205 4,766 4,902 905 33,561

출처 : 『각정동직업별호구조서』

[표 12] 각 행정동 직업별 구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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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1934년 경성의 행정동 단위로 직업별 인구를 조사한 것 중

동부지역을 발췌한 자료이다. 현재과 달리 이 시기에는 행정동별로 조사

한 자료들이 많지 않아 동부지역의 인구 구성 변화에 대한 추세는 파악

하기 어렵지만, 1930년대 동부지역민들의 직업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서촌지역 – 청운동, 궁정동, 창성동, 신교동, 효자동, 통의동, 필

운동 일대에서 공무 및 자유업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경성 내 행정동 직업별 인구는 상업 및 교통업과 무직이 많았지만,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상업 및 교통업 종사자와 공무 및 자유업 종사자

수가 다수를 차지했다.141) 이는 동부지역이 종로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상업 종사자 수가 많고, 총독부 산하기관 및 학교들이 대거 입지해 있어

공무 및 자유업 종사자 수가 많은 이유이다.

앞서 주택지 개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동부지역에 새로 들어선 주택

들은 서양식 외관의 문화주택과 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관사촌, 상인들을

위한 주거지 등 거주민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들이었다. 문화

주택의 경우, 당시 부유한 계층을 타겟으로 한 고급주택으로, 동부지역에

있던 문화주택단지에는 경성제대 교수와 학교 교사 정부 관료들이 거주

했다.142) 이 외에도 지역민들은 대부분 회사원이거나 월급제로 일하는

월급쟁이들이었다.143) 월급쟁이는 부유층과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선호하

는 직업으로 꼽는 인기있는 직업이었다.144)

또한 당시 기록물들을 통해 동부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을 살펴보면, 만

주국 총영사로 있는 박석윤(朴錫胤)과 정치인 겸 언론인인 최린(崔麟),

소설가 이광수(李光洙), 언론인 이성환(李晟煥)도 동부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이었다.145) 『운수 좋은 날』 소설에서도 동소문 안 즉, 혜화문 안

141) 조선총독부 청사를 경복궁 안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일대인 지금의 서촌지역
에는 조선총독부와 경성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관사촌이 형성되어 주민들의 직업
구성에서 공무 및 자유업 종사자가 많게 집계되었다.

142) 「學校街のほより 惠化·崇四·崇一各洞の電車が通れば滿點」, 『京城日報』,
1930.11.18.; 이경아(2006), 『日帝强占期 文化住宅 槪念의 受容과 展開』,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1

143) 「大京城의 特殊村」, 『別乾坤』 제23호, 1929.09.27.
144) 靜觀生, 「朝鮮學生의 社會思想的 聯合運動과 日本學生의 社會科學的 聯合運動」,
『開闢』 제54호, 1924.12.01.

145) 趙白萩, 「돈 덜 드고 새롭고 便利한 집을 지은 이약이」, 『別乾坤』 제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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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에서 재력있는 집안의 마마님과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가 주인공

김 첨지의 인력거를 탑승한 내용이 있다.146) 지역민들은 일정 수준의 재

력을 갖춘 중간계층 이상의 사람들이거나 지식인층, 또는 상인계층이 다

수를 이루고 있었다. 동부지역의 물리적 변화와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들

의 계층을 바탕으로 동부지역은 문화촌147)이라는 새로운 지역성을 형성

하였고 거주지로서의 이점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났다.148)

결과적으로 동부지역은 근대적인 시설들을 갖추며 성장함과 동시에

그 공간의 활동을 채워나가는 지역민들도 근대도시의 주축이 되는 계층

들이 모여 근대도시 경성에서의 신흥부촌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

는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인 한양도성 안에서 유일하게 저개발 지역으

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극적으로 근대도시의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지역성을 토대로 동부지역은 이후 계속적인 개발 가능성

을 지닌 곳으로서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

므로 동부의 토지가격 변동은 예견된 일이었다.

1928.12.01.; 金昭姐, 「스위트 호-ㅁ 李光洙氏 家庭訪問記」, 『別乾坤』 제34호,
1930.11.01.; 崔雪鄕, 「夫君 朴錫胤氏 생각, 香港까지 愛兒를 다리고 갓다가」, 『三千
里』 제12권 제3호, 1940.03.01.; 「令夫人層 藝術 愛玩記」, 『三千里』 제12권 제4호,
1940.04.01.

146) 憑虛, 「운수 조흔 날」, 『開闢』 제48호, 1924.06.01.
147) ‘문화촌(文化村)’ 이라는 용어는 당시 발행된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발췌한 글에서
동부 지역을 문화촌이라 지칭한 이유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사원이거
나 월급쟁이, 지식인들이고, 이들은 한적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들어와 주택을 새로
지어 간편하고 깨끗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大京城의 特殊村」,
『別乾坤』 제23호, 1929.09.27.)

148) 「새町會새氣焰巡聽記 (52) 惠化·明倫町會」, 『朝鮮日報』, 193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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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1927년 지적목록으로 본 토지시장 분석

제 1 절 경성부관내지적목록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이하 지적목록)은 1910년부터 진행된 토지조사사

업을 바탕으로 경성부 토지에 한하여 지번과 지목, 지적, 지가, 토지소유

자와 소유자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지적목록은 경성부 각 필지별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는 가치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

를 DB화하여 분석하는 지난한 작업으로 인해 그동안 연구 자료로 활용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149)

일본은 토지조사에 앞서, 증명제도를 우선 시행하여 각 토지의 소유자

가 기간 내 주소와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

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및 결수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토지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던 다르던 조사내용에 입각하여 토지 등기를 완료

했다.150) 또한 토지조사 과정에서 본래 집이 들어선 자리의 순서로 번호

를 부여했던 조선의 방식을 무시하고 일본과 통일성을 갖춰 토지에 새로

지번을 부여하였고, 기존에 오차가 존재하던 각 소유지의 구역을 측량하

고 지적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삼각측량 방식을 활용해 토지의 지적을 계

산하였다.151) 토지조사사업을 기점으로 각 토지에 대한 정보를 새로 덧

입힌 셈이다. 토지가격은 조사 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가

격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시가(時價)를 기본방법으로 하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을 경우 임대가격을 조사해 수선 및 유지비 등 제외한 순수익

을 산출하여 일정 이율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었다.152) 총독부는

149) 전병재·조성윤(1995), 위의 글, p.5
150) 和田一郞, 「市街地の地籍調査」, 『朝鮮彙報』, 1918.04.01, p.18; 최원규(2015), 앞의
글, p.15

151) 전병재·조성윤(1995), 앞의 글, p.17; 和田一郞, 「市街地の地籍調査」, 『朝鮮彙報』,
1918.04.01., p.8

152) 和田一郞, 「朝鮮地價調査要綱」, 『朝鮮彙報』, 1918.02.01,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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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을 토대로 경성부 토지에 한하여 1917년 지적목록 자료를

구축하였고 1927년에 동일한 방법으로 또 한 번 자료를 정리하여 두 차

례의 지적목록을 발행하였다.

현재 지적목록은 1982년 영인본으로 제작된 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경성부 전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담아낸 자료

가 매우 희귀하여 연구자료로서 지적목록의 가치가 뛰어나지만, 자료의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일부 자료를 해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 결측값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1927년 지적목록은 경성의 186개 행정동을 5부(동·서·남·북·중)와 용

산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은 1910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한

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소속된 부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1911년 경성부 내 하부 행정조직을 기존의 5서(署)를 5부(部)로, 1914년

용산을 경성으로 편입하면서 기존의 5부를 폐지하였다. 사실상 5부는 폐

지되었으나, 각 부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을 관리하였기

에 1927년 지적목록의 5부와 용산은 이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1927년 지적목록은 총 47,475개의 필지에 대한 정보로 기록되어 있

다.153) 지목은 대지와 밭, 도로, 임야, 하천, 구거(溝渠)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중 대지 면적이 73.5%, 전답 면적 비율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154) 토지소유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름을

통해 소유자를 조선인과 일본인, 기타 국적을 구분할 수 있고, 이 외에도

국유지 또는 경성부로 기록되어 있거나 회사 및 단체명이 기입되어 있기

도 하다. 토지소유자는 조선인 소유지 52.3%, 일본인 소유지 24.5%, 국

유지 16.1%를 구성하고 있다.155)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가격은 지적목록에 기

입된 지가이다. 일제는 시가지세(市街地稅)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가조사

에 있어서 시가지를 분류해 실시하였다. 그들이 정의한 시가지는 시정

상 주요 부락으로 칭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장래 도시발전의

153) 전병재·조성윤(1995), 앞의 글, p.20·22·28·33
154) 전병재·조성윤(1995), 앞의 글, p.20·22·28·33
155) 전병재·조성윤(1995), 앞의 글, p.20·2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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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는 지역 – 경성, 부산, 평양, 인천, 개성, 대구, 목포 등 총

29개의 도시를 지정하였다.156) 본래 시가지에 대하여 지세부담을 면제하

였으나, 교통 발달을 비롯하여 경제상 발전을 급속히 이뤄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시구개정과 도로 부설, 수도 설비 등 시설들을 갖추어감에 따

라 도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편리함이 크다고 보아 시가지세를 시행하

기로 하였다.157) 지가는 매매가격에 의해 산정하였으나, 그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위치의 편리함과 상업의 번성,

수요 관계, 이용 정도,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가를 책정하였다.158)

연구자료가 된 지적목록 토지정보는 경성 동부에 속한 17개의 행정동

으로, 연구를 위하여 지적목록 자료 중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정보를

DB화하였다. 각 필지마다 부여된 번지와 지목, 토지면적, 지가,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이름을 기입한 후, 지목은 대지/밭/기타로 구분하고, 지가

(단위 : 원)는 토지면적(단위 : 평)으로 나눠 평당가격을 산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이름을 토대로 국적을 구분해 데이터를 가공하였다.

지적목록 자료는 분석 대상에 따라 데이터 관측값이 다르다. 그 이유

는 확인 가능한 토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관측 데이터는

총 3개로 구분하여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표 15]이다.

156) 和田一郞, 「朝鮮地價調査要綱」, 『朝鮮彙報』, 1918.02.01, p.2
157) 和田一郞, 「朝鮮地價調査要綱」, 『朝鮮彙報』, 1918.02.01, p.3
158) 和田一郞, 「朝鮮地價調査要綱」, 『朝鮮彙報』, 1918.02.0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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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전체 필지 수 결측값 관측값

혜화동 291 - 291

숭1동 129 - 129

숭2동 401 - 401

숭3동 255 - 255

숭4동 299 - 299

동숭동 305 - 305

이화동 263 - 263

연건동 377 - 377

충신동 260 - 260

효제동 392 - 392

연지동 307 - 307

인의동 219 - 219

예지동 434 - 434

원남동 389 - 389

종로4정목 264 34 230

종로5정목 582 4 578

종로6정목 421 - 421

계 5,588 38 5,550

[결측값]

* :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불명확하게 보이는 것

[표 13] 제2절에 활용한 데이터 관측값
단위 : 개

제2절 - 토지용도와 토지소유자에 관한 기초통계분석에서는 경성 동

부 17개동 총 5,588개의 필지 중 결측값을 제외한 5,550개의 관측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여기서의 결측값은 실물 자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발생한 값이다. 이물질에 의한 확인 불가 데이터와 영인본 제작과정에서

종이가 접힌 상태 채 촬영되어 데이터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결측

값으로 두었다. 이러한 자료의 상태는 실물자료의 초반부에 나타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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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사라졌다. 1927년 지적목록은 종로4정목을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어

여기서 가장 많은 결측값이 나왔고, 다음 순서로 기록된 종로5정목에서

동일한 이유의 결측값이 나왔다.

행정동 전체 필지 수 결측값 관측값

혜화동 291 45 246

숭1동 129 1 128

숭2동 401 34 367

숭3동 255 2 253

숭4동 299 11 288

동숭동 305 48 257

이화동 263 27 236

연건동 377 71 306

충신동 260 1 259

효제동 392 9 383

연지동 307 3 304

인의동 219 21 198

예지동 434 108 326

원남동 389 46 343

종로4정목 264 60 204

종로5정목 582 135 447

종로6정목 421 11 410

계 5,588 633 4,955

[결측값]

* :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불명확하게 보이는 것

** : 지적목록 상 토지가격이 기입되지 않은 것

[표 14] 제3절에 활용한 토지가격 데이터 관측값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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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동부 전체 필지 중 토지가격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4,955개의

필지이다. 앞서 [표 13]에서 밝힌 결측값의 이유와 더불어, 지적목록 자

료에 토지가격이 기입되지 않아 빈 칸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결측값으로

두었다. 이 데이터는 제3절 – 경성 동부지역 공간구조에서 활용하였다.

행정동 전체 필지 수 전체 결측값 관측값

혜화동 246 7 239

숭1동 124 1 123

숭2동 327 14 313

숭3동 247 5 242

숭4동 261 5 256

동숭동 298 44 254

이화동 250 21 229

연건동 362 66 296

충신동 259 1 258

효제동 382 7 375

연지동 308 2 306

인의동 185 7 178

예지동 303 10 293

원남동 314 10 304

종로4정목 192 37 155

종로5정목 574 135 439

종로6정목 415 7 408

계 5,047 379 4,668

[결측값]

*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불명확하게 보이는 것

** : 지적목록 상 토지가격이 기입되지 않은 것

*** : 1927년에서 1929년 사이 필지 변화로 인해 추정 불가한 경우

[표 15] 제4절 및 회귀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관측값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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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는 제4절 – 각 요인별 평당가격과 회귀분석에서 활용한 관측

값으로, GIS 분석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데이터 관측값과 전체 필

지 수와 결측값, 관측값 모두 다르다. 필지에 대한 정보는 1927년 지적목

록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지도

즉, 공간 정보는 1929년이므로, 각 자료의 제작연도에 시간차가 있어 1:1

매칭이 불가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체 필지 수는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여 최대한 보완하였고 보완이 불가한 필지는 결측값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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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초통계분석

1. 토지용도

행정동 대지 밭 기타

혜화동 46.0 52.9 1.1

숭1동 27.8 71.7 0.4

숭2동 84.0 14.7 1.3

숭3동 87.1 12.7 0.2

숭4동 56.1 38.0 5.9

동숭동 50.1 49.9 0.1

이화동 54.7 39.9 5.4

연건동 89.8 10.2 -

충신동 66.6 33.3 0.1

효제동 57.3 40.6 2.1

연지동 92.3 7.7 -

인의동 98.7 1.2 0.1

예지동 97.2 - 2.8

원남동 97.8 2.2 -

종로4정목 93.3 - 6.7

종로5정목 79.6 20.4 -

종로6정목 81.3 12.8 5.9

[표 16] 토지용도별 면적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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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지용도별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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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와 [그림 11]를 함께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 보인다. 북쪽과 동

쪽은 낙산에서 이어지는 산 아래에 해당하므로 숭1동과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에서 밭 면적 비율이 30%를 넘게 집계되었다. 특히 숭1동과 혜화

동은 [그림 11]에서 가장 녹지가 넓게 나타나는 만큼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와 인접한 숭2,3동도 밭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래 이곳은 조선 초부터 성균관 반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기에 대지

비율이 높게 이어져왔다.

동부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부를 가로질러 흐르며 행정동의 경계로

활용된 흥덕동천과 인접한 숭4동, 연건동, 효제동, 충신동도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건동의 경우 이전부터 병원과 학교가 자리해있었

고 주요도로와 닿아 있어 다른 동보다는 밭의 비율이 적었다. 종로6정목

은 주요 상권인 종로 거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지형적으로 낙산 아래에

있으면서 흥덕동천이 흐르던 길과도 맞닿아 있어 10%대의 밭 비율을 보

인다. 종로5정목은 청계천 인접 부지를 새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밭 용도

로 지정했기 때문에 종로 부근의 위치임에도 밭 비율이 20%에 달했다.

기타 용도가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숭4동은 마등산에서 병원 대지

로 변경되고 난 나머지가 임야로, 이화동과 종로6정목은 낙산 아래 일부

임야가 있어 집계된 결과이다. 종로4정목의 경우 1929년 지도에서 해당

지번의 필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접한 지번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남북 방향의 도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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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

행정동 조선인 일본인
국유/

경성부
기타국적

회사 및

단체

혜화동 53.6 17.2 17.9 9.3 2.1

숭1동 70.5 23.3 2.3 - 3.9

숭2동 61.1 20.0 17.0 - 2.0

숭3동 74.1 22.4 2.7 - 0.8

숭4동 64.2 30.8 4.7 - 0.3

동숭동 11.1 6.2 65.6 0.3 16.7

이화동 40.7 13.3 45.2 - 0.8

연건동 41.4 25.2 32.6 0.3 0.5

충신동 90.8 6.9 - - 2.3

효제동 78.3 11.7 1.3 0.3 8.4

연지동 74.9 14.3 2.3 - 8.5

인의동 67.1 17.4 12.8 - 2.7

예지동 65.9 3.9 26.5 - 3.7

원남동 43.7 42.9 12.9 - 0.5

종로4정목 68.3 7.4 18.7 - 5.6

종로5정목 63.8 12.5 22.0 - 1.7

종로6정목 79.6 7.4 3.6 - 9.5

[표 17] 민족별 토지소유자 필지 비율

단위 : %

1927년 지적목록 자료를 소유자에 따라 정리한 결과, 대부분 조선인이

차지하고 있는 필지이지만, 조선인이 90%대를 차지하고 있는 충신동을

제외하면 유독 어느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편은 아니다. 특히 원남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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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선인과 일본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동숭동과 이화동 그리

고 연건동의 경우, 국유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숭

동은 다른 행정동보다 회사 및 단체의 토지 소유율이 높았고, 충신동은

조선인 토지 소유율이 90%대로, 이는 조선인 비율이 60-70%대를 보이

거나 조선인/일본인/국유지의 비율이 비등한 다른 행정동에 반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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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토지소유자별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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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별 토지현황을 통해서 보면, [표 17]에서 확인한 토지소유

자 비율에 대한 보충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국유지에는 대부분 학교와 병원, 행정기관 등 총독부 산하기관이 건

립되어 있다. 지적상 합필되지 않은 필지가 있어 일부 행정동에서 국유

지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즉, 국유지 비율이 높게 나왔던

동숭동과 이화동, 연건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지동과 종로5정목은 국유

지에 세워진 주요시설이 없음에도 20% 이상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고,

원남동도 10% 이상의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예지동은 앞서 토지용도

에서 설명하였듯이, 도로 용지가 상당했는데 예지동 내 국유지 115개의

필지 중 84개의 필지가 국유지인 도로 용지이다. 대부분 1929년 지도상

에서 해당 지번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확인가능한 지번의 위치를 통해

유추하면 이현대로에서 종로를 가로질러 청계천 방향으로 이어져 내려오

는 남북 방향의 도로이다. 종로5정목은 청계천 부근 새로 편입된 토지가

모두 작은 필지로 이루어진 국유지였기에 그 비율이 높았다. 원남동의

경우, 필지 수로 따지면 국유지가 12%가량 되지만, 각 필지당 면적이 작

아서 원남동 전체 면적 비율로 따지면 5.3%에 불과하다.

회사 및 단체가 소유 중인 토지는 위치상으로 보면 학교와 상업시설

과 같은 주요시설이 들어선 곳이다. 각 행정동 내 회사 및 단체 토지소

유율이 낮아도 각 필지 면적이 넓어 [그림 12]에서 회사 및 단체 소유지

가 눈에 띄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동숭동 내 회사 및 단체 토지소유율

이 높게 나왔는데, 토지소유자는 ‘주식회사 남창사(株式會社 南昌社)’라는

부동산임대 회사로 집을 빌려주고 집세를 받고 있다.159) [그림 12]에서

‘남창사’가 소유한 토지의 위치를 보면 경성제대와 경성공업고등학교 인

근이라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조선인과 일본인 토지소유지가 크게 구분되

어 있지 않고 서로 혼재해있는 모습이다. 혜화동과 숭1동, 원남동 일부에

159)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높은 집세 문제를 다루며 약 100여 호 이상의 전셋집을 소유
및 운영 중인 남창사의 지배인 김윤덕(金潤德)을 인터뷰하였다. (「與論 따른 一部 家
主 家賃減下에 着手 감하률은 일할로 내지 이할 借家人에게 通知發送 「전부터 考慮
中 重役會를 열고 토의하여 결정하겠다」 南昌社支配人 談」, 『中外日報』,
192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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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본인 토지가 밀집되어 보이긴 하지만, 곳곳에 조선인 토지도 분포

되어 있어 민족별 토지 소유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혜

화동과 숭1동의 경우, 필지당 면적이 크기 때문에 색상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어 보이지만, 앞서 경성 동부지역의 변화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토지들은 시구개수 경비 마련을 위한 관유지 불하 과정에서 경매로

매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큰 규모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밀집되어

보인다.

숭2,3,4동은 성균관과 경모궁 주변으로 마을을 이루었다는 기록을 통

해 본래 조선인 토지 소유가 상당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1927년 당시에

는 일본인 소유지가 20%를 넘었다. 이는 원남동, 연건동 및 연지동과 함

께 동부에 설립된 총독부 산하기관들의 주변 배후지로서 일본인들의 토

지 수요가 있었던 결과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나 숭2,3,4동은 동부에

서 비교적 저렴한 토지가격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었기에 가격적인 면에

서 토지 매입이 용이했다.

기타국적 비율은 크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혜화동에서는 9%

를 차지했다. 위치상 천주당 주변으로, 이는 천주당의 역사를 통해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천주당은 원래

1909년 독일 성 베네딕도회에서 건립한 수도원 자리에 축소된 면적으로

들어선 것으로, 그 주변에는 여전히 독일 수도원 성직자들의 소유지가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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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성 동부지역 공간구조

[그림 13] 동부지역 평당가격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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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는 동부 전체 필지의 평당가격에 대한 등고선도이다. 동부지

역 토지의 평당가격은 토지용도 및 토지소유자에 관계없이 0원에서 130

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가격대를 보인다. 토지가격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당시 물가를 예로 들자면, 1927년 당시 경성 물가는 쌀 한 되 가격

이 0.36원, 계란 10개 가격이 0.38원이었고, 전차 요금 0.05원, 버스 요금

0.1원이었으며, 일반적인 직공의 임금이 2-3원대였다.

동부의 전반적인 평당가격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동부

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평당가격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주요 상권인 종로 가로변의 필지들이 높은 평당가격으로 책

정되어 있고, 병원과 경성제대가 있는 중앙부를 경계로 그 북쪽과 남쪽

간 평당가격 차이가 있다. 둘째, 동부의 동쪽보다 서쪽의 필지들이 가격

대가 더 높게 나타난다. 낙산 아래 경사진 지형의 동쪽보다는 혜화문에

서 종로로 이어지는 주요도로인 이현대로에 인접한 서쪽이 우세한 것으

로 해석된다. 동부의 북쪽에 자리한 토지들의 가격대가 낮게 나타나는

것도 산 아래라는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그림 14] 행정동별 평당가격 box plot



- 96 -

[그림 13]에서 동부지역 전체적인 평당가격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림 14]에서 행정동별 평당가격을 범위를 확인하였다. 종로4

정목을 제외하면, 서로 인접한 행정동끼리 비슷한 평당가격 값을 보인다.

종로4·5·6정목과 예지동과 같은 동부 남쪽에 자리한 행정동의 평당가격

이 높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고, 원남동과 인의동, 연지동과 같은 동부 서

쪽 특히 서남쪽에 자리한 행정동의 평당가격이 동부 동쪽에 있는 행정동

보다 가격대가 높다. 앞서 확인한 동부지역의 특징과 동일한 맥락이다.

동부의 17개 행정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공간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고자 동부지역을 재구조화하였다.

여기서는 농지에서 대지로 토지용도가 전환되어가는 도시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부 중앙부를 기준으로 동부

의 북부와 동부의 남부로 나누어보았다. 동부의 중앙부는 병원과 경성제

대,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고등공업학교 및 공업전습소가 자리해있어

일찍이 학교촌으로 언급된 동숭동과 연건동을 포함하여 경성고등공업학

교 및 공업전습소 부지인 이화동 일부를 경계로 하였다.160) 즉, 북부는

숭1·2·3·4동과 혜화동, 남부는 경성고등공업학교 및 공업전습소 부지를

제외한 이화동과 원남동, 인의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예지동, 종로

4·5·6정목이다.

160) 학교촌은 위의 각주 131에서 언급한대로, 동숭동과 연건동을 비롯하여 숭4동과 효
제동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동숭동과 연건동이 동부의 중간 지점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동부 중앙부에 입지한 주요시설을 포괄하고 있는 행정동이기 때
문에 동부의 중앙부로 재편성하였다.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공업전습소가 동숭동과 이
화동에 걸쳐 자리해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화동 일부를 동부의 중앙부 범
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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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동부 중앙부를 중심으로 100m 단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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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북부 평당가격 평균값 (중앙부 기준)

[그림 16]에서 보면, 동부의 북부는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멀어질수록

낮은 평당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중앙부의 평균 평당가격이 2.74원인 것

을 감안하면, 100m 거리까지 2.09원으로 급격한 하강을 보이고, 200m거

리까지 완만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500m 사이에서 또 다시 하락한 후

마지막 800-900m 구간에서 약간의 반등을 보였다. 800-900m에 속한 2

개의 필지는 그래프에 나타난 오름세의 양상을 설명하기에 다소 부족한

표본 수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앙부로부터 100m 떨어진 구간에서

1차적으로 평당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200m 이후의 구간에서 2차적

으로 또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m와 200m 지점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보면, 주요 대형 학교들이 모여있는 중앙부를 기점으로

한 차례, 혜화문에서부터 종로로 나아가는 주요도로인 이현대로를 기준

으로 또 한 차례 평당가격의 전환이 발생한 것이다. 하락세인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500m 지점은 지도상으로 보면 경성고등상업학교로부터 북쪽

으로 100m 떨어진 지점이다. 즉,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

본 바로는 중앙부로부터의 거리, 이현대로, 경성고등상업학교가 북부의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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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남부 평당가격 평균값 (중앙부 기준)

남부는 북부와 달리 중앙부로부터 먼 거리에서 높은 평당가격 평균값

을 보이고 있다. 중앙부를 기준으로 100m까지 가격의 오름세를 보이고,

100-400m 사이에 완만한 가격대를 유지하다가 400-500m 구간 중 가격

이 5.3원에서 11.7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후 약간의 꺾임세는 있었

으나 다시 회복하였고, 800m 이후 10.9원에서 3.5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 그래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단연 400-800m 사이 구간이다. 가장 높

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구간은 종로 가로변의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00-600m 구간에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

여 종로를 기준으로 한 남부의 평당가격 평균값을 다시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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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종로를 중심으로 100m 단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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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남부 평당가격 평균값 (종로 기준)

종로거리를 기준으로 남부 평당가격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구간에 따

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로 가로변에 있는 토지들의 평당가격 평

균값은 32.1원이었는데 이로부터 100m까지 12.8원으로 가장 크게 가격이

하락하였고, 300m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5원대의 가격대를

유지했다. 지도상에서 볼 때, 종로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의 위치는 전

매국 및 동대문경찰서와 효제공립보통학교로부터 북쪽으로 불과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가능하다. 종로 일대의 높은

토지가격대 영향이 이 지점까지 미치거나 또는 전매국 및 동대문경찰서

와 효제공립보통학교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다. 등락없이 쭉 이

어져오던 가격은 700m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그려졌지만, 이는 위치상

이화동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공업전습소 옆 낙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해당

하는 일부 토지로 2.74원하는 중앙부 평당가격 평균값에 근사한 값이다.

즉, 남부는 종로로부터의 거리가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

인으로 꼽히고, 그 안에서 전매국 및 동대문경찰서와 효제공립보통학교

의 영향을 고려해볼만 하다.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본 동부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촌으로 일컬어지는 동부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동부를 북부와 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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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할 수 있다. 둘째, 남부는 종로로부터의 거리, 북부는 중앙부로부

터의 거리를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셋째,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남부는 전매국 및 효제공립보통학교, 북부는

이현대로와 경성고등상업학교가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그러

나 이것은 평당가격을 토대로 전반적인 동부지역의 추세를 확인한 것으

로, 어떠한 요인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도는 어느 정도인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제 4 절 각 요인별 평당가격

1. 토지면적

[그림 20] 평형대별 필지 수 비율과 평균 평당가격

토지면적을 10평 단위로 나누어 평당가격의 평균값과 각 평형대에 해

당하는 필지 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였다.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까

지 토지면적이 폭넓은 범위로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전체 필지 중 67% 가

량 되는 50평 미만의 토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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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미만 토지의 평균 평당가격은 10원대로 모든 평형대 중 가장 높

은 가격을 보였다가 10평대에서는 4원대로 급락한다. 이후 40평대의 면

적까지 점점 면적이 커질수록 평균 평당가격의 상승세를 보인다. 10평

미만의 토지는 주로 이현대로와 종로가 만나는 교차로 부근의 번화가인

종로4정목, 예지동, 인의동 일대와 조선시대 성균관 반인들이 모여살던

반촌 중심지인 숭2동 일대에 가장 많았다. 이곳들의 특징은 조선시대부

터 사람들이 집중되는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번화한 곳과 이전부터 마을

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 그에 따라 필지가 작

게 여러 개로 쪼개졌을 가능성이 높다. 수요가 많아 토지가격이 높게 형

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이상의 면적에서는 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

나 10평 미만의 토지에서 보인 이유처럼 위치적 특성에서 나타난 영향에

의해서인지 토지면적에 의한 영향인지 기초통계 상으로 판단하기 어렵

다. 추후 회귀분석을 통해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2. 토지용도

[그림 21] 대지 비율에 따른 행정동별 평균 평당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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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동별 대지 비율(x축)과 평균 평당가격(y축)을 살펴보았다. 동

부의 행정동은 주로 대지 비율이 높으면서 5원 내외의 평당가격을 구성

하고 있다. 종로4정목은 대지 비율이 100%이면서 평당가격 평균값이 가

장 높은 행정동으로 집계되었고, 예지동과 인의동, 원남동이 대지 비율이

높으면서 비교적 평당가격도 높은 편에 속했다. 동숭동과 혜화동은 다른

행정동보다 대지 비율이 낮으면서 평당가격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숭2

동과 숭3동은 대지 비율이 높음에도 낮은 평당가격대에 분포해 있다.

[그림 22] 토지용도별 평당가격 등고선도

대지와 밭 토지용도에 따라 평당가 등고선도를 분리하였다. 이것으로

토지용도에 따라 평당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다만 대지 또는 밭와 관계없이 북쪽보다는 남쪽에, 동쪽보다는 서쪽

에 있는 토지의 가격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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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토지용도별 평당가격 box plot 및 분포도

토지용도별 평당가격 box plot으로 값의 범위를 보면 등고선도에서의

한계점에 대해 보충설명이 가능하다. 대지는 밭 보다 비교적 높은 금액

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평균값도 밭 보다 높다. 평당가 분포를 보면, 대

지는 5원 미만의 토지가 약 60%이고 나머지 토지가 그 이상의 금액인

반면, 밭은 모두 5원 미만의 토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

가 대지일 때 밭보다 평당가격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기타 용도의 평당가 그래프이다. 기타 용도로 구분된 토

지에서 대부분 도로 용지일 때 높은 금액대를 두고 있다. 이는 종로 상

권에 인접한 예지동에 속한 데이터로, 이것이 곧 그래프에 반영된 것이

다. 그러나 1927년 지적목록에서 확인하였던 해당 토지들을 1929년 지형

명세도 상에서 매치할 수 없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기타 용

도의 토지는 대지 및 밭의 필지 수 보다 훨씬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타 용도의 토지 평당가격이 대지와 밭에 비해 높은 금

액대에 있다고 설명할 수 없다.

토지용도에 따라 평당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값은 유의미한 수준인 0.05보다 작은 0으로, 토

지용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t검정 결과 밭과

기타용도 토지 간 p값이 0.35로, 이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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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8627.12 2 4313.56 70.63 0 3.00

잔차 302267.3 4949 61.08

계 310894.4 4951 　 　 　 　

[표 18] 토지용도에 따른 평당가격 분산분석

대지 밭 기타
대지 3.43E-47 0.01
밭 0.35
기타

[표 19] 토지용도에 따른 평당가격 t검정 결과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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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민족별)

[그림 24] 조선인 비율에 따른 행정동별 평균 평당가격

[그림 24]은 조선인 비율(x축)에 따른 행정동별 평균 평당가격(y축) 분

포도 이다. 대체로 조선인 비율이 높으면서 평균 평당가격도 높은 편이

기는 하나, 조선인 비율이 높지만 낮은 가격대를 두고 있는 숭1동과 숭3

동은 예외적이다. 가장 조선인 비율이 높은 충신동은 동부 행정동 중 중

반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높은 조선인 비율을 구성하고 있

는 종로5정목과 예지동, 종로6정목, 효제동은 5원 이상의 평당가격에 분

포하고 있다. 종로4정목은 조선인 비율도 높고 평균 평당가격도 높게 나

타났고, 동숭동은 낮은 조선인 비율과 낮은 평균 평당가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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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토지소유자(민족별) 평당가격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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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민족별로 조선인과 일본인,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각각 평

당가격 등고선도로 표현하였다. 토지용도별 평당가격 등고선도와 마찬가

지로, 이것으로 토지소유자에 따라 평당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북쪽보다는 남쪽에, 동쪽보다는 서쪽에 있

는 토지의 가격이 더 높아 보인다.

[그림 26] 토지소유자(민족별) 평당가격 box plot 및 분포도

기타 국적의 평당가격 값의 범위는 다른 두 집단보다 폭이 작다. 평당

가 0-5원 사이의 토지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

한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인 토지의 평당가격

값의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위값에 비해 평균값이 낮게

표시되어 있고 또한 분포도에서 보더라도 0-5원대의 토지가 약 70%,

5-10원대 토지가 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머지 10%에 해당

하는 토지에 의해 값의 범위가 넓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민족별 토지

소유자 분산분석을 한 결과, p값이 0.00으로 민족에 따라 평당가격에 차

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813.27 2 406.63 6.79 0.00 3.0

잔차 258977.01 4322 59.92

계 259790.28 4324

[표 20] 토지소유자(민족별)에 따른 평당가격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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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일본인 기타국적
조선인 0.03 9.28E-21
일본인 8.30E-19
기타국적

[표 21] 토지소유자(민족별)에 따른 평당가격 t검정 결과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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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소유자(유형별)

[그림 27] 토지소유자(유형별) 평당가격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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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유형별로 조선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개인, 회사 및 단체,

그리고 국유지로 나누어 각각 평당가격 등고선도로 표현하였다. 조선인

과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동부 지역 토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소

유자의 유형에 따른 가격 결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

한 회사 및 단체 소유지와 국유지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보다 필지 수가

적지만, 전체적인 평당가격 추세에 따라 서쪽에서 토지가격이 더 높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유형별 차이보다는 위치에 관한 요인이 가격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28] 토지소유자 (유형별) 평당가격 box plot 및 분포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수가 다른 두 집단보다 많기 때문에

평당가격 값의 범위가 넓게 나타날 것임은 이미 예상 가능한 바이다. 가

격 범위의 폭은 넓지만 평균값은 중위가격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 회사

및 단체의 평균치와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국유지이다. 평당가격 값의

범위는 회사 및 단체의 것과 비슷하지만 평균값은 매우 낮다. 평당가격

분포도를 보면 국유지의 80%이상이 0-5원이지만, 45-50원 구간에서 국

유지의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종로4정목에서 5

평 미만의 작은 필지의 땅이 높은 금액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

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림 27] 국유지 평당가격 등고선도에서 육안

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분산분석 결과 0.29의 p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유

의미한 수준인 0.05보다 높은 값으로, 토지소유자 유형별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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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155.47 2 77.74 1.24 0.29 3.00

잔차 310738.91 4949 62.79

계 310894.38 4951

[표 22] 토지소유자(유형별)에 따른 평당가격 분산분석

5. 도심(CBD)

[그림 29] 도심과의 거리에 따른 평당가격 분포도

경성의 중심지는 지금의 을지로입구 부근이지만, 연구를 위해 구축한

자료가 동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부지역의 서남방향에 위치한 종

묘 앞 전차정거장을 임의의 도심으로 설정하여 그것과의 거리를 측정하

였다.161) ([그림 30] 참조) 도심과의 거리에 따른 평당가격은 도심과 가

까울수록 높은 평당가격을 구성하고 있다. 도심으로부터 500m까지 높은

161) 각주 9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임시 도시계획장 酒井謙治郞는 1926년 발표한 글에
서 장래 경성부 신청사 동쪽이 경성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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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를 이루고 이후 멀어질수록 평당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도심

과의 접근성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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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망

1) 전차정거장

[그림 30] 전차정거장 위치 및 정거장명

비고 : 전차정거장 번호는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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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차정거장과의 거리에 따른 평당가격 분포도

동부에 위치한 9개의 전차정거장을 1개의 값으로 합병하여 각 필지들

과의 거리를 구한 뒤 분포도로 나타냈다. 분포도를 보면, 전차정거장에

가까울수록 높은 평당가격으로, 멀어질수록 낮은 평당가격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정거장으로부터 200m이내의 토지들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

고 있어서 토지가격에 전차정거장이 미치는 영향이 일정 부분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차정거장의 위치가 주요대로인 종로와

이현대로 상에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미치는 주요대로의 영향이 혼합

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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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예정)도로

[그림 32] 주요(예정)도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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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요(예정)도로와의 거리에 따른 평당가격 분포도

주요(예정)도로와의 거리에 따른 평당가격 분포는 확연한 특징을 보인

다. 도로에 가까운 토지일수록 높은 가격대부터 낮은 가격대까지 고르게

평당가격이 분포하고 있고, 도로에서 먼 토지일수록 낮은 가격대로 수렴

하는 양상을 보인다. 분포도에 추세선을 더하여 R²값을 구한 결과, 0.173

으로 크게 유의미한 값이라 할 수 없으나, 거리에 따른 가격대 변화가

확연해 이후 통계분석에서 변수로 활용해볼만 하다. 다만, 앞서 동부지역

의 공간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종로가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으므로, 추후 주요(예정)도로를 독립변수로 활용할 때 이를 고려한 재설

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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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시설

[그림 34] 주요시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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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주요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평당가격 분포도

①병원 ②상업시설

③문화시설 ④금융기관

⑤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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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보통학교

⑦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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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총독부 교육기관

⑨종교시설 운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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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분포도를 확인할 때, [그림 13] 동부 평당

가격 등고선도에서 확인한 ‘동부의 북쪽보다는 남쪽이, 동쪽보다는 서쪽

이 가격대가 높다’는 정보를 고려하였다.

이 추세에 따르는 시설들을 먼저 보면, 비교적 종로로부터 떨어진 거

리에 있는 병원과 종교시설, 그리고 동부의 가장 북쪽에 있는 불교전수

학교는 멀어질수록 평당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종로

에 인접해 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금융기관, 전매국 및 동대문경찰서

는 이와 가까이 있는 토지가격이 높고 멀어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다. 그러나 종로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전차차고, 동대문여자보통학교의

경우에는 종로의 중앙부에 위치한 시설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독부 교육기관의 경우, 경학원과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제외하고 대체

로 학교들이 동부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앙에

자리해있어 기본적으로 염두해두었던 ‘동부의 남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동부의 서쪽으로 갈수록 높은 평당가격대를 보인다.’는 사항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고등공업학교의 분

포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평균 가격대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눈에 띄는 점은 경성제대(법문학부)의 경우, 이것과 가까울수록 높은

평당가의 토지가 다수 분포해 있다는 점이다. 추후 변수 활용에서 주목

할 사항이다.

주요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평당가격 분포도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귀

결되는 양상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변수 선정 과정에서 재검

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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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지가격 결정 요인

제 1 절 분석 모형 및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의 분석 방법은 특성감안 가격이론(Hedonic Price Model)

을 근거로 구체화하였다. 이 분석모형은 토지가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

인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토지가격 분석에서 활용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선형함수를 적용하여 1920년대 토지가격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가격(평당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토지특성

과 접근성 요인, 입지특성 요인, 생활권 요인, 토지소유자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모형은 아래와 같다.

P = f (토지특성, 접근성, 입지특성)

Y = α + β₁X₁ + β₂X₂ + β₃X₃ + … + βₙXₙ

종속변수(Y) 평당가격에 대한 독립변수(X)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면적과 거리는 GIS를 통해 구하였고 각각의 값에 log를 취하였다.

토지특성에는 토지면적과 토지용도, 토지소유자 변수를 포함한다. 토

지용도는 대지와 밭, 기타 용도로 구성된 전체 토지를 대지 더미를 기준

으로 하여 밭, 기타 2개의 더미를 설정하였다. 토지소유자의 경우, 조선

인 더미를 기준으로 일본인, 기타국적 2개의 더미변수를 두었다.

접근성 요인으로는 도심(CBD)와의 거리, 전차정거장과의 거리와 주요

(예정)도로와의 거리가 해당된다. 전차정거장과의 거리는 100m 미만,

100m 이상 200m 미만, 200m 이상 300m 미만, 300m 이상 400m 미만,

40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총 6개의 더미변수로 나누었다. 주요

(예정)도로는 4개의 변수로 나누었다. 조선시대부터 주요도로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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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던 종로와 이현대로, 시구개수 계획을 발표한 예정도로, 그리고 그

외 도로이다. 주요(예정)도로에서 그 외 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종로4정목

에서 본정으로 가는 길목과 동대문에서 광희문으로 연결되는 길목이다.

이 두 길은 종로와 이현대로 만큼 주요대로는 아니지만, 1927년 이전에

이미 전차노선이 구축되어 있던 도로이다.162)

입지특성 요인에는 앵커시설과의 거리와 교육시설과의 거리를 변수로

두었다. 앵커시설은 동부지역에 위치한 주요시설 중 교육시설을 제외한

병원과 금융기관, 문화시설, 상업시설, 종교시설,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시설은 보통학교와 총독부 교육기관, 종교시설 운영 학교를 초등학

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재설정하였다. 이것이 모태가 되었거나 타학

교에 흡수된 상태로 2022년 현재까지 이어져 온 학교를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각각 교육시설1, 교육시설2, 교육시설3으로 구분하여 시설로부터 거

리를 변수로 설정하였다.163)

162) 1915년 본정5정목-종로4가, 1921년 동대문-광희문 전차노선을 연장 및 신설하였다.
(출처 : 최인영(2010), 「일제시기 京城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노선의 변화」,
『서울학연구』 41, p.55)

163) 1920년대 경성 동부에 자리하던 교육시설과 현재 학교명은 다음과 같다.

변수명 유형 1920년대 2022년

교육시설1 초등학교
숭이공립보통학교 혜화초등학교
효제공립보통학교 효제초등학교

교육시설2 중·고등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보성고등학교
동대문여자보통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정신여학교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교육시설3 대학교

경학원 성균관대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서울대학교
경성제국대학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불교전수학교 동국대학교

[표 23] 교육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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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단위 내용

종속변수 평당가격 원
지적목록 토지가격을 토지면

적으로 나눈 평당가격

독

립

변

수

토지특성

요인

토지면적 m²
GIS에서 구한 필지별 면적

에 log를 취한 값

토지용도 dummy 토지용도

토지소유자 dummy 민족별 토지소유자

접근성

요인

도심(CBD) m
도심과의 거리에 log를 취한

값

전차정거장 dummy
전차정거장으로부터의 거리

를 100m 단위로 구분

주요(예정)도로 m
주요(예정)도로와의 거리에

log를 취한 값

입지특성

요인

앵커시설 m

교육시설을 제외한 동부지역

내 모든 앵커시설과의 거리

에 log를 취한 값

교육시설 m
교육시설과의 거리에 log를

취한 값

*1m 미만의 거리에 해당하는 log값은 0으로 변환

[표 24] 변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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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경성 동부 토지들을 대상으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

본 결과이다. [표 25]는 선정한 독립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것

으로,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0.61, 수정된 R²은 0.61이고, 모형의 유

의성을 나타내는 F값이 336.59, 유의확률이 0으로 분석을 진행한 회귀식

이 일정 수준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변수의 vif

값이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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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coef P>|t|

const 51.62359 0.000

토지특성

요인

Area(log) 0.91775 0.000*

토지용도_밭 -1.91480 0.000*

토지용도_기타 -0.66773 0.772

토지소유자_일본인 0.64897 0.001*

토지소유자_기타국적 -1.66848 0.062

접근성

요인

도심과의 거리(log) -1.28285 0.000*

전차

정 거 장 과 의

거리

100m 이상

200m 미만
0.08965 0.733

200m 이상

300m 미만
2.62276 0.000*

300m 이상

400m 미만
4.93772 0.000*

400m 이상

500m 미만
5.51968 0.000*

500m 이상 5.97555 0.000*

주요(예정)

도로와의

거리(log)

종로 -14.10594 0.000*

이현대로 -5.65394 0.000*

예정도로 -0.25614 0.157

그 외 0.86790 0.018*

입지특성

요인

앵커시설과의 거리(log) 1.36209 0.000*

교육시설1과의 거리(log) 3.46630 0.000*

교육시설2와의 거리(log) 0.35860 0.100

교육시설3과의 거리(log) -3.47905 0.000*

* p<0.05로 유의미한 수치

[표 25]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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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특성

토지면적은 토지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증가하여 면적이 1% 증가할 때 0.0092원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당시 사람들은 면적이 큰 토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큰 필지는 주택 수요가 상당하던 당시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토지였다.

제4장 제2절 토지소유자 기초통계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 동부

지역에는 남창사를 비롯한 주택 임대업자들과 주택지 개발자들의 토지

소유가 있었다. 이들은 큰 필지를 작게 분할하여 주택을 짓고 분양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한옥 주택은 지금의 아파트처럼 위로 여러 층의

주택을 쌓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토지에 여러 채의 주

택을 건설해야 했으므로 큰 면적의 토지 확보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였다.164)

토지용도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대지를 기준으로 밭에서 유의미함을

보였고, 대지보다 밭일 때 1.91원 저렴하다는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도시

화된 지역에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대지 용도의 토지가 농경지로 이

용되는 밭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경성 동부

는 도시화된 곳임을 알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대지 용도의 토지는 전답과 같은

농경지보다 비싼 토지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전의 농촌사회에서는

경작지로서 농경지가 중요했지만, 도시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의 활용도가 높았다. 개발을 위한 토지 매수과정에서 대지는 다른 용도

의 토지들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계산되었다. 일례로, 함자선(咸慈線) 도

로용지 매수를 위해 밭은 평당 30전 내외, 대지는 50전 내외를 적정 가

격으로 보았다.165) 함흥 도시계획으로 시가지와 시가지 부근 농경지를

매수할 때에도 시가지는 평당 6원에서 23원까지 책정되었다면 농경지는

평당 1원30전에서 8원까지로 시가지보다 낮은 가격대였다.166)

164) 김경민(2017),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 고양 : 이마, pp.47-53
165) 「注目되는 地主의 態度 咸慈線用地買收에 收用令을 遂適用」, 『朝鮮日報』,
193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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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경우, 조선인 소유의 토지보다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0.65원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일제 식

민지 시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

나, 동부의 상황은 특수했다. 동부는 저개발 상태이던 이전 시기와는 달

라진 환경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었다. 경성 북촌과 남촌처럼

조선인과 일본인 어느 한 민족이 밀집한 양상이 아니라, [표 17]에서 확

인하였듯 서로 혼재되어 조선인 일본인 모두 새로 지역에 이주해오는 상

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조선인의 것보다 더 높

은 가격을 이루었다.

근대도시로의 변화가 한창이던 당시 일본인들은 도시 개발 조짐이 보

이는 지역에 대한 토지 매매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여러 기

록에서 나타난다. 경부선이 지나고 경성과 부산, 군산, 인천 등 주요 도

시와의 연결 도로가 구축되어 경성 이남의 교통중심지로 꼽히는 수원은

교통접근성이 좋은 기차역 정거장 주변부터 일본인의 토지 매수가 있어

왔고, 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어 도청 이전설이 돌던 충남 조치원은

시가지 내에서 중요한 토지로 여겨지는 곳은 이미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167) 경성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도시에서까지 일본인들의 토지 소

유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즉, 토지가격의 오름세가 유력한

곳 주변으로 매입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일본인 토지가

더 비쌀 수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새로 유비

된 동부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2. 접근성

접근성 요인으로 본 도심과의 거리와 전차정거장과의 거리, 주요(예

166) 「建築地區買收價 最高廿二圓程度」, 『朝鮮日報』, 1937.08.13.
167) 「巡廻探訪 (百九十六) 停車塲近處부터 日人이蠶食 <1>」, 『東亞日報』,
1927.01.14.; 「巡廻探訪 (三百七十一) 進步는速度이나 其實日人村 <1>」, 『東亞日
報』, 192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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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와의 거리는 대체로 토지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

었으나, 변수에 따라서 토지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상이해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심과의 거리는 계수값이 음수(-)가 나와 도심과 가까울수록 토지가

격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심과의 거리는 초기 토지가격 결정 요인에 대

한 연구에서부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최우선의 변수로 꼽았던 것으로,

경성에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경성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구상에서부터 기

준이 된 중요 요인이었다. 각주 98에서 보았듯이, 1926년 『경성도시계획

구역설정서』를 발간하면서 경성부 확장 구역 범위를 도시의 중심지로부

터 소요시간 60분 이내로 둔 것은 도심으로의 왕래가 경성 도시민의 생

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안이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토지가격에 반영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전차정거장과의 거리는 200m이상 떨어져있을 때 토지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그림 31] 정거장과 가까울수록 높은 가격대

를 이루었던 그래프와는 다른 회귀분석 결과이다. [그림 31]은 전차정거

장의 영향을 포함하여 정거장이 위치한 주요도로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회귀분석 결과는 각 변수 간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므로 주요도로의 영향이 배제된, 순수하게 전차정

거장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차정거장과 멀어질수록 토지가격은 높아졌

다. 당시 대중교통수단이었던 전차는 경성 내외를 연결하며 이동의 편리

함과 빠른 이동 속도를 도모하였다. 게다가 경성을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을 만큼 노선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차정거장이 자리한 것만으로도

희소성의 가치가 토지가격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27년 자료로

본 분석결과는 반대였다. 이는 현대 토지가격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지하철역과 인접할수록 주택가격이 더 높음을 (김용래·백성준, 2019; 외

다수) 밝힌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다만, 현대 연구에서도 교통소음과 번

잡함에 따라서 부동산가격에 부정적 영향준다는 결과가 (오규식·구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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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범, 2005; 이재명·김진유, 2015; 도수관·김은지·이규태, 2015) 있으므

로, 전차정거장과의 거리에 대한 변수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차는 당시 신문물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근대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교통수단이었으나, 경성부민에게 전차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서 그리고 안전성의 측면에서 토지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전차의 이용도 측면에서 보면, 도성 내에서 지역 간 이동은 도보

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도성 안 주민들이 전차를 보는 시각과 도성

밖 및 경성 교외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전차의 중요도와는 다른 면이

있다.168) 도성 안 동부지역 주민들이 전차정거장을 이용하기보다 외부에

서 동부 또는 동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용도로 사람들이 이용했을 가능

성이 높다. 특히 동부지역에는 학교와 병원 등 주요시설들이 자리해 있

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즉, 전차는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이

동수단으로서의 장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작 지역민들은

전차 선로 주변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전차를 도입한 초기에는 전차로

인한 사상사고가 잦았다. 전차선로 옆을 지나가다가 또는 선로를 가로질

러 건너가다가 전차에 치이는 등 하루 2-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169)

1920년대 초 경성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대부분은 전차에 의한 사고였

고, 1년에 약 200명 정도의 사상자 수를 기록하였다.170) 정리하면, 전차

정거장은 동부지역민에게 유용한 시설이기 보다 오히려 안전한 보행 또

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접근성 요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종로와 이현대로와의 거리이

다. 각 도로에 가까울수록 토지가격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 두 변수는

168) 지금의 을지로입구 일대인 당시 경성의 중심지까지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
역 범위를 경성부로 확장할 계획을 가질 정도로 도심과의 접근성은 중요했다. (제3장
제2절 “경성 도시계획 수립” 참고) 한양도성 안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도보로도 중심
지까지 60분 이내가 충분하지만, 도성 밖 경성 교외지역에서는 전차를 이용하여야 시
간 내 도달이 가능했다. 도성 안 보다 도성 밖에서의 전차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이유이다.

169) 「電車事故頻發에對한意見(上) 一般乘客에對하여」, 『朝鮮日報』, 1921.09.10.; 「近
日激增한 電車事故」, 『東亞日報』, 1921.10.25.

170) 노승욱(2011), 「1930년대 경성의 전차체험과 박태원 소설의 전차 모티브」, 『인문
콘텐츠』 21,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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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계수값이 모든 독립변수 중 가장 높은 2개 항목으로 꼽힐 정도로

토지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는 대로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

이 더 높다는 (최필선·민인식, 2016) 현대 연구와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1920년대 동부지역의 상황에서 도로 접근성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가

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혜화문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과 함께 북쪽으로 향하는 대문의 역할을 했다.171) 동서남

북 방향의 대문으로 향하는 길목은 조선시대부터 대로였고, 혜화문으로

향하는 길 역시 이현대로라는 명칭이 붙었다. 종로 또한 조선 초부터 동

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대로였을 뿐 아니라, 길을 따라 도로변에 시

전이 들어선 상업지역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다.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길은 그것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망을 넓혀가

면서 지역공간을 구성해왔다. 이현대로와 종로가 바로 그 길이었다. 이

두 도로의 중요도를 나타내듯, 이현대로와 종로는 독립변수 중 토지가격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였다.

새로 만들어질 예정도로도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

었으나, 1927년 당시에는 유의미한 요인이 되지 않았다. 예정도로가 토지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당시 기록물에 나타

난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다. 시구개수 계획과 더불어 신도로 계획은 사

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경성부 내 다른 곳의 지가가 보합 상태에 있을

때에도 새로운 도로가 개통된 곳은 상당한 토지가격 등귀현상을 보였

다.172) 도로 주변 일대 뿐 아니라, 도로가 새로 생겨나 골목 안에 위치하

던 주택이 도로변에 있게 되면 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당연지사였

다.173) 이러한 이유로 경성부에 도로개설 예정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생

겨날 정도였다.174) 여러 기록들에서 예정도로 인근으로 사람들의 토지

매수열이 상당했음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록들은 회귀분석

171) 조선시대 도성 축조과정에서 동서남북 정방위에 대문을 설치하였으나, 북쪽의 북문
인 숙정문은 북악산에 세워져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오고가는 통로의 역할보다 주술적
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72) 「京城府內 地價騰落推移 最高는坪千圓以上」, 『東亞日報』, 1929.08.07.
173) 「北部新作路의 路側家에 課稅」, 『朝鮮日報』, 1930.07.21.
174) 「府擴後의 土地景氣」, 『東亞日報』, 193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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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한 1927년 자료보다 그 이후의 내용으로, 점차 시간이 지날수

록 예정도로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으리라 짐작된다. 사람

들은 이미 기존의 종로와 이현대로를 통해 주요도로의 중요성을 학습했

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차노선이 설치된 그 외 도로의 경우는 멀어질수록 토지가격

이 높게 형성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전차정거장 변수와 연결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차정거장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가격이 높

게 형성되는데, 종로와 이현대로의 경우에는 전차정거장이 설치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로의 효과가 더욱 크게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전차정거장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어도 도로와 가까울수록

비싼 토지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도로는 종로와 이

현대로처럼 대로가 아니라 전차노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역할이 강

하기 때문에 전차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

다.

3. 입지특성

입지특성 요인은 교육시설2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앵커시설과의 거리 변수의 경우, 각 시설과의 거리를 각

각의 변수로 하였을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생겨 교육시설을 제외한 나

머지 시설들을 앵커시설로 묶어 거리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앵커시설과

의 거리가 1% 멀어지면 토지가격이 0.0136원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대 부동산 시장에서 병원과 상업시설 등 주요 앵커시설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 (이성현·전경구, 2012; 신수

현·최형석·심교언, 2013; 전해정, 2016 외 다수) 과 상반된 결과이다.

교육시설과의 거리에서는 계수값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와 멀어질수록

토지가격이 높아지고, 대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토지가격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대 사회에서는 초등학교와의 인접성이 주택가격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한다.175) 이는 의무적으로 초등교육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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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하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므로 초등학교와 인접하다는 특징이 주변

토지가격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반면, 대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가까울수록 토지가격이 높

았다. 대학교의 희소한 가치와 학교를 오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대학교는 지역 곳곳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라 조

선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학교의 의미가 컸다. 총독부 산하의 교육기관

들은 특히 더욱 그러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

리고 값비싼 학비를 감내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계층이 이곳을 오가며

동부지역을 왕래하거나 또는 학교 주변에 거주했다. 이는 곧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성과 거주민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경성제대 본과 캠퍼스 부지를 결정하고 난 후 학교 건설 공사 진행에

따라 사람들의 학교 일대 토지 수요가 많아졌다.176)

“… 본래부터 이 근방은 각종 학교가 많은 곳이므로 이제 또 경

성대학이 준공되면 이 근방은 학생촌이 되고 말 것이며 따라서 그

곳의 번영은 가히 미루어 짐작할 만한데 이로 말미암아 이 근방의

중심지인 효제동, 연건동, 숭4동, 동숭동 부근의 땅값은 대정12년

도(1923년)에 매평 5-6원 하던 것이 근일에 와서는 30원으로 껑충

뛰어올라오게 되었으며 …”177)

경성제대가 들어선다고 하니 평당 5-6원으로 구성되었던 주변 토지들

의 호가가 약 5배 뛰었다. 당시 경성제대라는 대학기관이 지역의 지가

상승을 부추긴 요소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75) 최열·권연화(2004), 「위계선형모델을 이용한 교육환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계획』 39(6): 71-82; 김경민·이의준·박대권(2010), 「초·중·고등학교 수
요가 서울시 구별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65: 99-113

176) 「學生街化할 東村」, 『時代日報』, 1925.01.14
177) 「京城大學의 竣工과 新學生村 出現」, 『每日申報』, 19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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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토지조사사업 이후 한국은 등기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권 확립과 토지

생산성에 근거한 토지세를 부과함으로써 근대적 토지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과정에 대해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근대화

이후의 토지시장을 분석한 연구로 나아가지 못했다. 해외의 연구들은 과

거 시기의 자료를 구축하며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꾸준히 탐색해왔으나,

한국의 경우 그 자료가 한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되는 민족별 토지소유 양상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필지별 토지정보를 기록한 1927년 지적목

록 자료를 기반으로 1920년대 근대도시 경성, 그중에서도 동부지역에 초

점을 두어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공간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1929년 지형명세도를 GIS 상에서 활용하였고, 시대적 상황과 동부

지역의 지역성, 토지시장에 임하는 도시민의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분석과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꼽아내기 위한 양적 분석

을 함께 진행하였다.

1920년대 경성은 상공업 발달과 함께 도시경제구조의 변화를 야기하

며 근대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었고,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과 상업/공

업/주거가 혼재된 토지 사용 등 불결한 위생 문제와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총독부는 도시계획을 구체화하여 1934년 조

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였고 경성부는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을 확대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성 동부지역도 근대화된 모습을 갖추어나

가고 있었다. 특히 동부지역은 1900년대 이전까지 도성 안에서 유일하게

저개발지역으로 남아있던 곳이었기에 이후 병원과 관립학교, 제국대학

등 대규모의 총독부 산하기관들이 들어서며 근대적 시설을 설립하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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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으로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야기했다. 동부지역으로의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경성부는 시구개수로 중심부와의 도로망 연결 및 도

로 개선에 힘썼고, 민간에서는 주거지를 개발함으로써 동부지역은 문화

촌으로 성장하였다. 즉, 동부지역은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주민들의 특

성까지 근대도시의 모습을 갖춘 경성의 대표적인 신흥부촌으로 부상하였

다.

근대도시의 모습을 대표하는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가격 결정 요

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지적목록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가격을 평당가격으

로 환산해 종속변수로 두었고, 근대도시로 변화해가던 동부지역의 특징

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토지면적과 토지용도(대

지/밭/기타), 토지소유자(조선인/일본인/기타국적)를 토지특성 요인으로,

주요(예정)도로와 전차정거장, 도심과의 거리를 접근성 요인으로, 앵커시

설과 교육시설과의 거리를 입지특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토지특성 요인에서는 토지면적이 넓을수록 토지가격이 비싸

고, 대지가 밭보다 비싸며,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일 때 비싸

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구 급증에 따른 토지 및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해

큰 필지를 여러 개의 작은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 그리

고 대지의 이용도가 밭보다 더 높은 도시화된 지역이었음을 반영한 결과

이다. 또한 근대적 시설을 갖추며 변화 중인 곳 인근으로 일본인들이 토

지를 매수하는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소유지가 조선인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 요인에서는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토지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토지가격 결정 요인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혀왔던 도심

접근성이 경성에서도 유효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대로로 이용된 종로와 이현대로가 도로와 가까울수록 토지가격이 비싸다

고 나왔다. 각각은 회귀분석에서 설정한 독립변수 중 토지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였다. 전차노선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이

것과 멀어질수록 토지가격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는 전차정거장과의 거

리가 멀수록 토지가격이 높다는 회귀분석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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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위치한 동부지역은 도보 이동이 수월했을 뿐 아니라, 1920년대까지

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차와의 충돌에 의한 교통사고가 잦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차노선이 설치된 도로 그리

고 전차정거장 변수가 토지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정도로는 1927년 당시 토지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입지특성 요인 중에서는 교육시설을 제외한 병원, 종교시설, 금융기관,

문화시설, 행정기관인 앵커시설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현재의 초등학교

격인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토지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왔다. 반면,

대학교 수준의 학교들과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토지가격을 이룬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 수준의 학교들이 가지는 희소한 가치와 학교로 인

해 엘리트 계층과 중산층의 사람들이 지역으로 모여드는 긍정적 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1920년대 근대도시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근대화 및 도

시화의 영향이 토지가격에 일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며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은 현대의

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 반면, 반대되는 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근대적 토지제도를 구축한 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1920년대 근대도시 경성 동부지역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보여준다.

제 2 절 연구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 번째, 근대도시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동안 근대 토지제도 수립 이후 토지시장에 대해 살핀 국내 연구가 부

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근대도시적 특징들과 함께 토지가격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변화한 것들이 토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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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 확인함으로써 근대도시 경성에서의 토지

시장 특징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당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현대 토지가격 결정 요인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 현대와는 다른 근대 시기 토지시장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근대시기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토지가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 더 나아가 근대시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의

형성 원리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100여 년 전 근대 토

지시장에 대한 연구 공백을 채웠다.

두 번째, 융복합적 도시사 연구를 이루었다. 과거시기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기초통계분석에 그치지 않고,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과 통계분

석을 활용해 당대 기록들과 함께 근대도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서술하

였다. 융복합 도시사 연구는 그동안 도시계획학과 역사학에서 확장시키

지 못했던 연구 시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지닌다. 도시계획학

적 관점에서는 과거 시기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 이전 시기의 토지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사

연구의 가치가 있고,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과거 시기의 지역 공간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사 연구가 유망하

다.

그러나 한계점도 분명하다. 자료 구축과정에서 지적목록 정보 중 토지

소유자의 국적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적목록 상 토지소유자 이름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소유자 이름으로 국적을 분류해야하

지만, 조선인과 중국인의 이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중국인의 이름을

거르지 않고 모두 조선인으로 분류하였다. 토지소유자 중에는 일반민들

이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해 국적

을 구분할 수 없었다.

자료의 한계도 있다. 1927년 지적목록 자료를 기반으로 1920년대 토지

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한 후 1930년대 상황도 함께 확인하며 시대 비교

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적목록과 같이 필지별 토지정보를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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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자료의 부재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1920년대 시대적 상황을

당대 기록물을 통해 덧붙이며 통계분석을 보완하던 중, 1930년대 기록에

서 1920년대 토지가격에 영향을 준 요인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공

사 예정도로와 앵커시설에 관한 부분이다. 1920년대 분석한 것에 의하면,

이 두 요인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가까울수록 가격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30년대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토지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지적목록과 같

은 1930년대 자료가 존재한다면 1920년대와 1930년대 비교 과정을 통해

근대도시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특징을 분석할

수 있겠으나, 1920년대의 상황으로만 파악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가 타당한지 당시 기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찾

아보려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소유지가 조선인의 것보다 더 비싼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곳 주변으로 일본

인들의 토지 매수세가 격했다는 기록을 통해 추정하였을 뿐이다. 이는

추후 다수의 일본인 소유지를 대상으로 이들의 토지 매수 시점과 도시개

발 정황 등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추가 보완 및 활용하여 분석할 또 다

른 연구과제로 남았다.

통계분석에서도 보다 더 정교한 변수 설정을 통한 대표성 있는 결과

를 이루는데 미흡했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이것은 추후 본 연구와 비

슷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변수 설정 과정에 있어서

발전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해외 연구에서는 과거 시기의 한정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계열적 분석

이나 공간적 분석을 활발히 진행해왔으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부족

한 부분이 상당하다. 이번 연구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근대 토지

시장에 대한 연구주제로의 확대를 이루었다는 점과 융복합적 도시사 연

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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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and Price in the Modern

City of Gyeongseong(Seoul)

- Focus on the eastern districts -

Seulki Yu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determine land prices in

modern city Gyeongseong(Seoul). Research was conducted in a way

that supplemented each other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using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were data

from “Gyeongseong land registration list”(京城府管內地籍目錄, 1927),

and spatial analysis was attempted by digitizing it with

"Gyeongseong Land Registration Map"(地形明細圖, 1929).

First, in this study, the locality of the eastern region was derived

by examining the appearance of Gyeongseong changing into a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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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and the change in the eastern district, which is a area within

Gyeongseong. As the urban economic structure was converted to

commerce and industry, the number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workers increased, and the population increased to Gyeongseong for

job hunting, resulting in urban problems. While trying to solve the

urban problem by expanding the district of Gyeongseong, the eastern

area was the only place inner Seoul City Wall(漢陽都城), which

remained an underdeveloped area until the 1900s, so it was creating a

new modern appearance in conjunction with the modern urbanization

of Gyeongseong until the 1920s. Modern facilities, including

institutions under the Governor-General's Office, were built and

transportation networks were established, growing into an emerging

rich village where higher than the middle class lived.

Next, the factors affecting land pric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land situation in the eastern area, which representatively shows the

modern city aspect of Gyeongseong in the 1920s. Th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were land characteristic factors (land area, land

use, land owner), accessibility factors (distance from major and

scheduled roads, distance from tram stations, distance from the city

center), and location characteristic factors (distance from anchor

facilities, distance from educational faciliti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land price as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in land characteristic factors, it was found that large

area, land use for building, and when it was Japanese property. This

shows that the eastern area was an urbanized area at that time, and

land purchases were being made to create economic benefits. In

accessibility factors, Jongro(鐘路) and LeeHyun-daero(梨峴大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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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ve long been used as major roads, have the most positive

effect on land prices, while they do not affect the road scheduled to

renovate. The roads installed the tram stops except major roads and

the tram stops were a factor that negatively affects land prices. This

is becaus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collision with

the tram was high at that time. In location characteristic factors,

anchor facilities and elementary education facilities had a negative

effect on land prices, while university-level schools had a positive

effect. This is because schools were the scarcity and it led to an

influx of elite and higher than the middle class peopl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land price in the modern land

market showed that the change was partially reflected according to

the change to the modern city. And it had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land pri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the

factors that determine land prices in Gyeongseong, a modern city that

has not been studied so far.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convergence study of history and urban planning was conducted.

◆ Key words: Modern City, Gyeongseong(Seoul), The Eastern

District, Land Price, Land Market, Urban History

◆ Student Number: 2017-3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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