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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聚交通手段의 起源과 驚達

---서 울과 外國홉ß市와의 比較휩퓨究---

1. 序 論

(1) 핍究텀 的

(2) 맑究範圍 및 h규究方法 

2. 大樂交通手段의 起源
(1) 大聚交通의 定蕭

(2) 外國都市의 경우 

1. 序 論

(1) 맑究目的 

〈차 

地理學의 없究에 있어서 A間의 양상을 설명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地理的

移動(geographical mobility)을 들 수 있는데 이 

는 交通(transportation) 이 란 말로 바꾸어 표현 

될 수 있다. 交通은 A間이 한 地域에 居住

(settlement)하는데 직 접 적 언 영 향을 미 친 다. 이 

는 A間이 한 地域에 居住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행하는 일단의 移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기 때문이다 1) 

일반적으로 交通이 라 함은 사람의 移動이 나 物

資의 移動을 말하며， 처음에는 인간의 힘에 의 

해 이루어지나 점차 동물의 힘 또는 기다 動力

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이러한 移動， 즉 궁극적 

인 A間들의 移動의 결행은 지표상에 호間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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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려1> 

(3) 서울의 경우 

3. 大왔交通手段의 發連
(1) 外園의 경우 

(2) 서울의 경우 

4. 結 論

惠 恩%

점 거 (capturing the horizon) 를 위 한 인 간들의 

노력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3) 

사실상 交通은 地域맑究에 있어서 중요한 主

題의 하냐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交通이 어떤 

地域의 發達 또는 成長過程을 다루는데 변수가 

되는 A口 및 經濟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 

고 있으며 그 地域의 호間構造에 변화를 가져 오 

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交通手段의 

발딸은 기술의 혁신，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 

계를 갖는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까지의 交通의 歷史地理

的 細究는 交通路의 分布냐 발달과정 을 다루는 

交通現銀과 그것이 立地하는 지역의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4) 최근에 들면 

서 이러한 연구경향에 덧붙여 經濟史的， 政治史

的， 技術史的， 文化史的 관점 에 서 隔究가 이 루 

어지기도 하였다 5) 

陽究地域과 연관시켜 볼 때에는 대부분 대규 

1) Vance, J.E. , 1986, Captιring the Horizon: The Historical Geography 0/ Transportation , Harper & 
Row, New York, pp. 2""3. 

2) Ibid. , p. 351. 
3) Ibid. , p.623. 
4) 좁木榮一， 1986, “近代交通맑究 {ζ 원I:r Q歷史地理學η性格 ε 方法 情報 • 交通@歷史地理， 歷史地理學紀要，

28, 歷史地理學會， pp.170""173. 
5) Ibid. , pp.173"'178 및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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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역인 경우가 않았고 대체적A로 交通網 形

成 및 發達에 관련한 연구가 대 부분이 었다. 소 

규모 지역의 연구는 대체로 交通手段의 發達과 

地域의 컬間構造變化를 관련시 킨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都

市의 호間的 變化에 주요한 요언으로 작용하는 

交通의 發達을 다룬 연구가 행하여졌다 6) 

그러나 이들 연구는 交通手段 전체를 다룬 것 

이었으며 都市成長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던 

大聚交通만을 다룬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 

에서 本 陽究는 都市內 大樂交通手段의 변천과 

都市의 成長을 分析하기 위 한 기 초작업의 하나 

로 서 울의 大꿨交通手段의 起源과 發展過程을 

다루려 고 한다. 서 울에 서 의 大樂交通手段， 특히 

최초의 大樂交通手段이었던 電車의 등장에서부 

터 地下鐵의 등장까지 發展過程을 고찰하여 外

國에 서 의 大聚交通手段의 發生 및 發展過程과 

비교 • 분석하여 서울의 市內 大樂交通의 發達

특정을 고찰하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鼎究範圍 및 鼎究方法

우리 나라의 首都로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의 中心地인 서 울에 는 전체 인구의 약 25%가 

集中 分布하여 있으며 自家用自動車 등 個A交

通手段과 都市交通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 버스， 地下鐵 등 大聚交通手段 역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密集되어 있는 곳이다. 또 

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大聚交通手段이 

말달한 곳이며 他都市의 交通發達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짧究地域 

을 서울로 선정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은 1394년 朝蘇時代의 首都로서 건설된 

이래 우리나라 交通의 中心的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朝蘇時代의 九大幹線道路가 모두 서 울로 

集中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서울 

과 地方을 연결시켜주는 최초의 市外 大聚交通

手段이 었던 汽車 역 시 서 울을 中心으로 건설되 

었으며 현재의 高速道路網도 서울을 中心으로 

分布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地方을 연결시켜주는 

市外交通은 제외하고 서울市內의 A口移動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는 都市內 交通으로 제 한하였다. 

都市內 交通은 매일매일의 A口移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都市 內部構造의 變化 및 都市의 

호間的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都市內 交通手段中에서 특정 계충의 일부 사 

람들만이 이용하는 交通手段이 아닌 일반 대중， 

즉 都市 居住民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交通

手段이 大樂交通手段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市

內 大聚交通手짧만을 고찰하는 데 한정 하려 한 

다. 

본 논문의 맑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짧究方 

法은 주로 문헌에 의존하였다. 外國의 경우， 大

樂交通의 歷史가 160여 년이 나 되 어 당시 에 관한 

1차자료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 대체로 후세에 

발행된 2차 문헌자료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이루 

어졌다. 서울의 경우도 최초의 大聚交通手짧이 

었던 電車의 운행 이 20년전인 1968년에 완전히 

정지되었으묘로 電車 및 都市 交通의 발달에 관 

한 자료는 운헌에 치중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신문， 통계자료 

등으로 자료플 보완하였다. 

이외에 당시에 電車를 利用하였던 住民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電車의 이용 상황 및 전차 

운행에 관한 견해， 당시의 교통 상황에 관한 자 

료를 수집 하였다. 많은 사람을 대 상으로 하여 

연구하면 좀 더 정확한 주민들의 電車에 대한 

반응과 交通體系에 대 한 견해 를 파악할 수 있겠 

으나 븐 연구의 보충자료로서만 이용하였으묘로 

60셰 이상의 男女 5명만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서울에서 出生하였거나， 또는 他地域에 

서 出生하였다 하더라도 10歲이전에 서울로 移

住하여 현재까지의 主 居住地가 서울인 사람들 

로만 선정하였으며， 電車를 이용하여 日帝時代

에 통학 또는 통근하였던 경 험 이 있는 사람들이 

었다. 

6) 李恩淑， 1987, 都市交通 寶連과 都市成長， 이 화여 자대 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崔雲植， 1986, “서 울의 交通發連과 都市空間變化 이 화여 자대 학교 논총， 第49輯， pp.3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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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累交通手段의 起源

(1) 大聚交通의 定義

大樂交通이 란 영 어 로는 public transit or tran

sportation, 또는 mass transit으로 표기 되 고 있 는 

移動手段에 따른 분류의 하나이 다. 交通의 移動

手段은 한사람만을 이동시킬 수있는 가마， 인력 

거 등에서 수십명 또는 수백명을 한꺼번에 이동 

시킬 수 있는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하다. 

이러한 많은 종류의 移動手段중에서 본 논문에 

서는 大꿨交通手段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大聚交通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은 찾 

아보기 어렵지만 Hodge는대중교통 운행 목적의 

하나는 都市 居住者들 모두에 게 기 본적 인 운송 

서어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7) Muller 

는 합승마차(omnibus)는 12명 이 상을 운송할 수 

없고 도보보다도 많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궤 

도마차(horse-drawn street car)가 美國 都市內에 

서 운행을 시작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대중교통 

<“mass" transi t) 이 등장했다고 하였다 8) White 

와 Senior는 大聚交通은 중밀도와 고밀 도 都市

地域에 서 가장 기 본적 인 요소이 며 都市構造는 

부분적으로 大樂交通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하였 
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大꿨交通이란 사 

회적 계급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수 사람만이 아닌 r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交通手段이 어 야 한다. 또한 移動速

度도 일정 속도 이상이어야 하며 한꺼번에 수십 

명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첨에서 볼 때 朝蘇時代를 통해 

이용되었던 λ、力을 이용한 가마， 남여， 평교자 

등은 한사람의 특정인만을 이동시키던 交通手段

이었으무로 본 연구에서 제외시컸다. 19세기 말 

부터 서 울市內에 등장하였던 人力車， 自轉車 역 
시 大樂交通手段의 범주에서는 ·벗어난다. 따라 

셔 서 울市內에 최 초로 등장하였던 太樂交通手段
은 1899년 그 운행 을 시 작하였던 電車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2) 外園 都市의 사경 우 

都市內 交通의 發達운 사람이 나 勳寶의 移動

이 비교적 장거리에 행하여질 째에 끼L술혁신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最初로 都市

가 발달하였을때 부터 河川은 軍事 • 輕濟的 要因
으로 都市의 立地에 큰 역 할을 하였다 10) 운송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들 도시의 중앙， 

또는 부근을 흐르는 하천을 이용하여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河上交通이었으며 17세기경 London 

에서 중산충을 위해 운행을 시작한 것이 그 효 

시가 되었다 11) 

곧이어 비슷한 입지환경을 지난 다른 도시들 

에 도 河上交通이 발달하게 되 었다. 이 하상교통 

은 비교적 많은 사람을 운반하였고 정기노선， 

정거 운행 시간표에 의해서 운행되기도 했으묘 

로12) 최초의 大꿨交通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러나 자연적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利用者

數도 많지 않았고 都市 호間構造 변천에 큰 역 

할을 하지 옷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大꿨交通 

手段의 범주에서는 이를 제외시컸다. 

i可上交通만이 발달하였던 시기의 도시들은 前

塵業都市들로서 일반 근로자 및 중산충 시민들 

의 근무지가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근거리에 위 

치하였던 도보형 도시 (walking ci ty )었다. 都市

內 초間도 30分정도의 도부13)로 모두 해결되어 

질 수 있는 정도로 都市의 규모가 적은 펀이었 

다. 따라서 都市內 交通은 말이 나 사람을 이 용 

하여 한사람 또는 수명만을 이동시킬 수 있거나 

도부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7) Hodge, D. , 1986, “Social impacts of urban transportation decisions," in , Hanson, S. , ed. , The Geo
graphy of Urban Transportation , The Guilford Press, New York, p.305. 

8) Muller, P.O. , 1986, “ Transportation and urban form," in Hanson, S. , ed. , op. cit. , p. 30. 
9) White, H.P ‘ and M. L. Senior, 1983, Transport Geography , Longman , London , p.123. 

10) 李惠恩， 1983, “都市의 起源 地理學會報， 제 19호. 

11) Vance, ].E. , 1986, op. cit. , pp.351-353. 
12) 李惠恩、， 1983, “美國 Lansing市의 交通體系에 대 한 評價 : 1870"'1900, " 地理學， 제 27호， pp. 91'" 1 05. 
13) 30분은 사람이 걸어서 시발점에서 종착캠까지 갈 수 있는 최대거리에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 다(Smerk， G.M. , 1967, “ The Streetcar: shaper of American cities," Tra행c Quarterly, γ01. 21, p.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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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합승마차(Detroit， 1852) 

塵業華命에 의해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지역 

분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는 근무지와 주거지의 

분리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주거지와 근 

무지 간의 이 동(journey-to-work)을 촉진 시 켰고 

이에따라 등장한 交通手段이 馬車(hackney car

riage) 였다. 이 馬車는 運送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었고 정기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펀하였으나 都市 大

聚交通手짧이 가장 먼저 펄요했던 英國에서 새 

로운 交通手段으로 이용되었고 점차 프랑스 등 

지에로 확산되었다 14) 

이 馬車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都市內 交通

手段으로 등장한 것이 合乘馬車(omnibus) 15) 였 

다(그림 1). 이 合乘馬車는 마차가 주로 상류충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용되었기 때문에 계층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都市內 交通手段으로 

프랑스에서 1825년 제일 먼저 등장하였다. 정기 

노선과 정거운행시간표에 의해 운행되어진 合乘

馬車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댔고 유럽의 여 

러지역으로 전파되어 1850년대에는 大樂化된 交

通手段으로 유럽 뿐만아니라 美國에서도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기적인 운행보다 

는 필요에 따라 운행되기도 하었고， 본래 목적 

14) Ibid. 
Vance, Jr. , J.E. , 1986, oþ. cit. , pp.352-353. 

과는 달리 호텔 등에 소유되어 호텔과 기차역까 

지 주로 호텔 숙박손넘들이 이 용하는 교통수단 

으로 전락하기도 하었다 16) 

合乘馬車는 19세기 중반까지 都市內 大꿨交通 

手段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都

市의 호間的 據張에 맞추어 合乘馬車의 노선이 

증설되지 못하고 점차 정기노선보다는 부정기노 

선으로 운행되어 졌으며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 

는 인원이 10여 명 정 도로 교통수단을 이 용하려 

는 사람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었다. 운행속도 

도 시 속 4rv6mi1es로서 만족할만큼 빠르지 못하 

였으며 근로자들이 주로 이 용하는 交通手段으로 

서는 요금이 비교적 비싼 면이어서 19세기 중반 

塵業型都市었던 都市들이 안고 있었던 交通問題

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 17) 

19세기에 들면서 都市間 交通에 운행되었던 

철도는 都市 中心部에서 출발하여 都市外願을 

연결시쳐 주기도 하였으나 都市內 交通問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철 

도와 같은 형태의 交通手段이 논의되어졌고 그 

결과 美國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궤도마차 

(horse-dra wn street car) 18) 였 다 (그림 2). 

궤도마차는 71 차와 같이 궤도위를 달리나 합 

승마차와 같이 馬力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다. 

輪

____ ' '2? =:::J 

그림 2. 궤도마차(Detroit， 1875). 

15) Omnibus란 명 청 은 제 일 먼저 운영 을 시 작한 프랑스언 General Baudry에 의 해 명 명 되 었 다 CIbid. ， p. 355.). 
16) Rii, Hae Un, 1983, Genesis, Early Growth aπd Imþact 01 the Transþortation Network on Detrist, Ph. 

D. Dissertation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p.52. 
17) Ibid. 

Vance, Jr. , J, E. , 1986, oþ. cit. , pp.358"'359. 
Muller, P. , 1986, oþ. cit. , p.30. 

18) Vance, Jr. , J, E. , 1986, oþ. cit. , pp.358"'363. 
Muller, P. , 1986, oþ. cit. , p.30. 
Smerk, G. , oþ. cit. , p.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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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꺼 번에 수십명을 운송할 수 있었고 合乘

馬車보다 비 교적 요금이 싸고 운송속도도 더 빨 

랐으므로 곧 市內交通의 主愛手段으로 등장하였 

다. 美國의 New York에서 처음 운행이 시작된 

궤도마차는 펀리할 뿐만아니라 부설이 비교적 

용이하여 다른 도시로 전파되어졌고 都市外願地

域에서 都心部로 移動하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 

을 얻었으며 도시 면적의 확장， 특히 住居地의 

外顧地帶로의 據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정기노선과 정거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되었 

고 정차하는 정류장이 늘어나고 이용하는 사람 

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거장주변에 주거지 및 상 

업지역이 이루어지는 등 都市는 交通網을 따라 

線型으로 발달하게 되 었다. 塵業型都市로서 성 

장을 계속하던 19세기 중엽의 美國 都市들에게 

궤도마차는 都市 發展에 큰 영향을 미쳤던 交通

華新이었다. 

그러나 都市가 캠차 확장되어짐에 따라 시속 

5"'7miles의 25"'50명 정도를 운송할 수 있는 궤 

도마차는 수송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고 

都心部에 서 2"'2.5miles까지 의 거 리 밖에 운행 되 

지 못하묘로 새 로운 交通手段의 必、훌性이 철질 

하게 되 었다. 이 에 ‘都市의 shaper’ 라고 까지 불 

리 우며 電力에 의 해 운행 되 는 電車(electric street 

car) 19)가 등장하게 되 었다(그렴 3). 電車는 Frank 

Spragne의 전 기 견 인 모터 (electric traction motor) 

그 립 3. 전 차 (Detroit, 1910) 

의 發明20) 에 의해 동력이 馬力에서 電力으로 바 

뀌면서 1888년 Richmond에 처음으로 등장하었 

다. 그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나 1890 

년대 초기 美國에서는 都市內 交通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交通手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電車는 운송속도가 궤 도마차보다 훨 씬 빠르고 

이미 가설된 궤도위에 전기공사만 하면 되었￡ 

무로 시설비용도 적게들어 가설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요금도 비교적 싼펀이어서 일반인들의 

이용이 많았다. 電車의 利用者가 많아점에 따라 

電車路線도 증설되고 노선의 연장이 곧 都市의 

확장과 직 결되 는 등 都市 發達과 電車路線의 설 

치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 

면 電車는 都心部와 外圖地域을 연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電車路線이 밀집해 있는 都心部에 

는 商業地域을， 外}郵의 電車 終點 부근에 는 했 

外住居地域을 형 성 하게 하는 등 大都市圍 형 성 

의 결정적 역할을 하여 당시를 電車時代(The

Electric Streetcar Era) 라고 할 정 도로 都市交通

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3) 서울의 경우 

1394年 朝蘇時代의 수도로서 건설된 서울은 

1899년 電車가 市內에 등장하기까지 특별한 交

通手段이 없었다. 都城內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으나 河上交通이 발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 

니 었으며 城底 10里밖 남부에 漢江이 흐르고 았 

었으나 서울의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채 

는 못하였다. 또한 서울은 城願都市였으묘로 수 

평적인 공간확장의 기회가 척었고이는 交通手짧 

發達의 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다. 

朝蘇時代를 통하여 서 울市內의 交通手段은 2 

A 또는 4Ä의 A力에 의 해 한사람을 운반하는 
평교자， 남여， 가마 등이었으며 이들은 특수 계 

층의 사람들， 즉 양반들에만 사용이 한정된 交

、通手段이었다. 19세기말 乘用馬車， Ä力車， 自

轉車가 수입되어 서울시내의 새로운 交通手段으 

19) 천 차는 electric street car, electric street-car ra i1way, (electric) trolley등으로 불리 운다. 초커 의 전 차는 
개방형이었다. 

20) Muller, P. , 1986, op. cit. , P.32. 
Vreeland, H.H. , 1973, “ The street railways of America," in Cook, A., M. Gittell, and H. Mack, 
eds. , City Life, 1865"-'1900, Praeger Publisher, New York,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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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하였다. 이들의 수입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모두 1880年代에 이루어졌다 21) 

乘用馬車의 경우 수입은 되었으나 널리 보급 

되지는 못하였고 代力車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던 주요한 交通手段의 하나였으나 A力을 이 

용하여 한사람만을 운송하였으묘로 大聚交通手

段은 아니었다. 自轉車 역시 혼자탈 수 있는 교 

통수단이 었오무로 都市交通發達에 큰 역 할을 하 

지는 못하였다. 

都市內 移動이 도보에 의해 이루어지던 19세 

기 말， 서울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울 

交通手段인 電車22)가 등장하였다. 1890년대 서 

에 는 人力車만이 유일?한 交通手段으로 운행되 고 

있었고 서울市民 대부분은 도보에 의존하였다. 

셔 울 居住民은 日本Á， 中國Á， 그밖의 外國A들 

이 모여 들어 국제도시로서 탈바꿈하고 있었고 

기존의 상업지역외에 새로운 상업지역이 발달하 

였으며 居住地域도 새로이 형성되는 등 都市의 

호間構造에 점 차 변화가 있고 있었다. 그러 나 都

市호間은 都市內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大樂

交通의 절대적인 펼요성이 대두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때에 서울과 仁川間의 鐵道數設權을 

획 득하였던 美國人 H. Collbran이 美國人 H.R. 
Bostwick와 함께 우리 나라 皇室에 대 해 電車의 

數設을 권유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電氣가 소개 

되어 宮中에서는 전등을 컸었으냐 大왔化되지는 

않았었다. 電車의 數設은 서울의 交通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電氣事業의 

본격화를 예고하였다. 

美國Á Collbran과 Bostwick는 高宗이 淸땐里 

에 있는 閔紀의 묘소인 洪陸에 행차할 때마다 

많은 경비가 들고 있는데， 文明의 利器로서 歐

美各國에서 널리 使用하고 있는 電車를 부설하 

였다. 뿐만아니라 電氣載道의 여러가지 利點을 

설명하고 평시에는 일반 市民들의 교통기관으로 

서 이용하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 

하여 高宗皇帝를 설득하었다 23) 

高宗은 電車 부설을 허가하었고 皇室과 두 미 

국인의 공동 출자로서 전기 및 전차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식상 한국인의 이름으 

로 이루어진 電鐵數設請願24)에는 서울에 電氣路

車， 電氣燈， 電話倚을 함께 설치할 것을 명시하 

였으니 우리나라에 있어서 交通 뿐만아니라 通

信 및 문명 발달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황실에 설명하 

되었다. 청원은 당일로 인가되어 1898년 漢城電

氣會社가 설립되었고 社長에는 당시 漢城判尹이 

었던 李똥淵이 취임하였으나 실질상의 회사운영 

은 Collbran과 Bostwick에 의 해 이 루어 졌 다 25) 

이는 황실의 재성이 궁핍하여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였는데에도 이유가 있겠￡나 외국인에 

의해 문명의 도엽이 이루어졌다는데 더 큰 이유 

가 있다고 보여진다. 

漢城電氣會社는 설립되면서 日本京都電鐵의 

설계자인 日本A 세명을 초청하여 西大門에서 

淸原里간의 單線動L道數設工事와 架線工事 및 東

大門 부근에 發電所를 건설하는 한펀， 回轉式

開放車 8대와 貴寶用電車 1대의 조립을 시도하 

였다 26) 당시 조립 된 전차는 전장 281!R7며， 폭 

71!R 2며이며 40명 정원의 電車는 開放車라고 하 
였으나 완전한 開放車라고 하기보다는 그럼 4에 

서와 같이 중간부분은 유리창으로 막혀져 있는 

半開放車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공사의 완공과 전차 조립이 완성되자 드 

디어 1899년 5월 17일， 음력으로 4월 8일 석가 

탄신일에 電車開通式을 거행하였다 27) 이것이 

21) 劉鳳榮， “開化百景 @車 조선일보， 1968년 4월 11일. 

22) 電車는 電氣路車， 電氣鐵道라고도 지칭되고 있다. 京城府， 1934(昭和 九年)， 京城府史 上， p.66. 
韓國電力探式會社 社史編훌委員會， 1967, 韓園電力五年史， 부록 韓國電力珠式會社， p.18. 

23) 京城府， 1934, op. cit. , p.661. 
韓國電力樣式會社 社史編舞委員會， 1967, op. cit .• pp. 17'" 18. 

24) Ibid.. p. 18. 
25) 韓國電力社史編藏委員會， 1981, 韓國電力20年史， 韓園電力練式會社 p.18. 
26) Ibid. 

社史編驚委員會， 1967, op. cit. , p.19. 
社史編훌훌委員會， 1966, 韓園電力五年史， 韓國電力樣式會社， p.350. 

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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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의 초기전차 

우리 나라 최 초의 大짧交通手段인 電車 운행 의 

.시 초이 며 이 는 交通發達史에 일대 華新을 가져 

온 일이었다. 電車의 운행이 처음 시작되먼 날 

은 皇室貴族과 各國의 使ê 및 많은 社會有志、들 

이 참석 하였고 電車를 구경 하러 온 많은 市民들 

의 환호속에 개통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28) 아 

름탑게 꾸며 진 電車가 鍾路를 東西로 달리 자 市

民들의 반응은 굉장하였고 구경꾼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운행이 중단될 정도였다니 交通手段이 

전혀 없던 서울에 나타난 電車는 여러가지 면에 

서 우리나라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여겨진다. 

電車가 開通된 후 각지에서 구경온 사람들로 

연일 만원이었고， 한번 타면 운행이 종료될 때 

까지 타는 사람도 있었다니 초기의 電車 利用者

는 필요에 의해 전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어떠한 交通手段

도 없었던 탓도 있겠으나 都市內 交通에 大짧交 

通手段이 절대적으로 펼요하지 않았던 당연성때 

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最初의 電車 운행은 정류장이 따로없이 아무 

때나 아무곳에서나 승객의 요청에 따라 정차하 

였으며 요금은 上 • 下等29)으로 나누어 징수하였 

다. 운전수는 모두 京都電鐵에서 경험을 갖고 

있던 日本A들을 초빙해 왔고 차장만 한국인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에서는 볼수 없 

韓國電力社史編暴委員會， 1967, op. cit. , p.18. 
28) Ibid. , p.19. 

社史編暴委員會， 1967, op. cit. , pp.19"'20. 

었던 상황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전차 정류장이 

따로 있어 정류장을 중심으로 공간구조의 변화 

가 나타났으며， 요금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특 

별요금이 실시되었을 뿐 上·下等 요금은 없었 

다. 外國의 경우와 셔울의 경우가 이와같이 다 

른 이유는 電車의 설립 목적이 달랐고 電車의 

형태도 달랐지만 社會的 背景이 달랐었던 때문 

a로도 사려된다. 

市民들의 환호속에 시 작된 電車의 운행 은 때 

마첨 가물던 날씨로 民心이 나빠지던 때에 현 

鍾路 2가부근에서 다섯살짜리 어린이가 電車에 

치 어 축자， 흥분한 군중들이 電車를 부수고 불을 

질렀다. 더우기 뒤에오던 電車도 전복시키고 發

電所까지 파괴한다는 소문이 돌자 會社는 긴급 

조치로 發電所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600V의 전 

류를 통하도록 하여 만약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市民들은 냉정을 되찾고 폭동도 진압 

되었으나 이는 電車라는 新文明 도입이후 일어 

난 최대의 불상사었다 30) 이는 이전에 다른 교 

통수단이 있지도 않았고 전차운행에 대비한 어 

떤 훈련도， 계몽도 없이 電車의 운행이 이루어 

진데서 오는 부수적인 문제였다고 여겨진다. 

이 電車燒打事件이후 日本A 기사들은 만일의 

경 우 유족의 보호와 자신들의 신분부장에 관한 

조건들을 요구하였다. 이 조건들은 회사에서 거 

부당하었고 이 에 운전기 사 뿐만아니 라 사무원까 

지 사직하게 되자 電車의 운행은 開通 한달여만 

에 運行이 정지되었다. 그후 美國에서 운전사 

8명， 기계공 2명을 데려와 車體에 防護機와 大

響鐘을 달고 開通 5개월만에 운행이 채개되었 
다 31) 

電車의 원래 운행 목적은 高宗의 洪陸行에 이 

용하고자 함이 었으나 貴寶用電車의 모양이 상여 

를 닮았다하여 皇室의 利用은 적었다. 반면에 

29) 上等은 電車의 중앙부에 창문이 있는 부분이고 下等은 上等칸 앞뒤부분으로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다(그림 
4 참조). 요금은 鍾路%東大門간의 경우 上等이 3錢 5分， 下等이 1錢 5分이며， 東大門~淸핸里간의 경우 
는 上等-이 5錢， 下等·이 3錢이었다(京城府， 1934, op. cit. , pp.672"'673. 후에 폐쇄형(그림 3 참조)~로 
바뀌면서 上 • 下等 요금은 폐지되었다). 

30) Ibid. , pp. 673"'675.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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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들의 利用은 날로 증가하는 좋은 반응이 일 

어나고 路線의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자 1899년 

鍾路에서 南大門까지 노선 연장이 이루어졌고 

1900년에는 南大門에서 龍山까지의 연장공사가 

시작되어 1901년 완공되었다. 노선의 연장에 더 

불어 發電所도 증설되었고 전등사업도 진행되어 

1900년 4월 10언 鍾路에 3개의 전등이 켜지는 

등 우리나라 민간전등의 시초가 이루어졌다 32) 

1899년 운행 을 시 작한 電車는 1928년 서 울에 

버스가 등장하기까지 30여년간 유일한 서울市內 

大聚交通手段이었다. 최초의 설치목적이 비록 

皇室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市民들의 利用

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路線의 증설 등은 서 울 

에서의 交通手段의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준다. 이와 같이 비록 外國A

에 의해 數設된 電車였지만 이는 새롭게 도입된 

新文明의 利器로서 우리나라 大聚交通의 기원을 

어루었으며 都市交通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고 볼 수 있겠다. 

3. 大聚交通手段의 發達

(1) 外園의 경우 

外國 특히 美國의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운행 

이 시작된 궤도마차와 후에 이루어진 電車의 운 

행은 都市內 大왔交通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 

였다. 일반 대중을 위한 交通手많으로서 등장 

하였음은 물론， 특히 근로자를 위 한 특별서 어 비 

스까지 實施하는 등 어떤 득권충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중산층의 多數民을 위한 交通手段이 

었던 것이다. 

예 를들면， 出退動 時間에 맞추어 도심 근무지 

와 교외중산충 거주지를 연결하는 電車를 운행한 

32) 韓國電力社史編舞委員會， 1967, op. cit. , p.20. 

다든지 33) ， 出退動 時間에 利用하는 사람들을 위 

하여 는 근로자의 차표 (workingman’ s tickets) 라 

하여 일반 차표부다 싸게 판기도 하였다 34) 또 

한 초기의 私企業으로 출발했던 궤도마차， 후의 

電車事業은 경영권이 市政府로 바뀌어지자 電車

料金도 더욱 싼 料金으로 인하하여 책정되었다. 

Detroit의 경 우에 는 出退動時間뿐만 아니 라 하루 

종일 8장에 25씩으로 引下하여 판매하였다 35) 

또한 전차는 都市의 호間據張에도 영향을 미 

쳐 Boston의 경우를 예로 들면 처음 기존의 길 

을 따라 궤도가 부설되던 도보형도시에서는 市

域이 1/2 mile에 불과하였￡나 20년간 2 mile이 

확장되 어 1873년에 는 2 1/2mile이 던 것 이 1890 

년대 에 는 市域이 都心에 서 6 miles까지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36) 이와같이 大짧交通의 發達은 都

市의 호間構造에 變化를 주었으며 특히 電車는 

그 變化 속도를 촉진시켰다. 

그러 나 經濟發展과 함께 都市의 했外化， 都市

A口의 급증은 都市의 大型化를 유도하였고 이 

는 都市內 交通問題를 다시 야기시컸다. 都市의 

확장에 따른 電車路線의 무한정 연장은 무리였 

으며 都市中心部에도 더 이상의 노선 건설이 어 

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高호과 地下를 이용한 

交通手段을 고려 하게 되 었고 이 에 따라 등장한 

것이 高架鐵道(elevated railway)와 地下鐵(suh

way) 이 었 다 37) 

가설이 비교적 용이하고 증기기관에 의해 후 

에는 전력에 의해 운행되었던 高架鐵道는 궤도 

마차가 운행되고 있을 해부터 유럽의 일부 都市

들에 부설되었고， 美國에서는 東部 I業地域 都

市들의 交通問題 해결을 위해 高架鐵道의 가설 

이 촉진되 었으나 그 기 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현재 高架鐵道는 美國內 都市들에서는 찾아보기 

33) London에 서 는 이 러 한 것을 workingman’:!f train이 라 불 렀 다. 
34) 美國 Detroit의 경우 보통 1장에 5~인데 반하여 근로자 차표는 8장에 25~ 또는 1장에 3~씌 할인판매 하였 

다. Henning, W.H. , ed. , 1976, Detroit: lts Trolleys and lnterurbans, Michigan Transit Museum, 

p.8. 
35) three-cent lines라고 불 렀 다 (Dahlheimer, H., 1951, Pμblic Traηsportation π D -etroit, Wayne Uni-

versity Press, Detroit, pp.8"-'9). 
36) Barner, Jr. Sam B., 1974, Streetcar Suburbs: The Process 0/ Growth in Boston , 1870"-'1900, Athe-

neum, pp.21"-'22. 
37) Vance, Jr. James E., 1986, op. cit. , pp.36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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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려 우며 단지 Chicago등지 에 서 는 아직 도 운행 

되고 있다 38) 

高架鐵道와 함께 등장한 地下鐵은 電氣의 발 

명과 함께 電力을 동력으로 이용하게 되자 건설 
이 더 욱 촉진 되 었 다. 地下鐵은 London, Budapest 

등 유럽지역에서 먼저 건설되어 운행되었고 美

國에서는 Boston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어 1897년 

첫번째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390 그 이후 

Boston에서 地下鐵의 건설은 가속화되었고 都市

內 大꿨交通手段으로서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 

러나 Boston의 地下鐵 운행은 美國內에서는 New 

York에만 영향을 끼쳤을 뿐 다른 都市에는 영 

향을 주지 옷하여 地下鐵의 건설은 타지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는 Washington D. 

C.에서도 地下鐵이 운행되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市內交通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당시에다 電車만큼 획기적인 交通華新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高架鐵道나 地下鐵이 電車만큼 都市內大聚交

通手段￡로서의 역할이 미미하였던 이유는 20세 

기에 들면서 市內 大왔交通手段i로서 새로이 

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예 를들면， Detroit에 서 는 1920년 부정 기 노선 

버스가 市內에 운행되었고 1925년부터는 정기노 

선 버스가 운행되어 電車와 경쟁을 시작하였 

다 40) 버스는 처음 운행되었을 때 電車보다 오 

금이 비썼으나 곧 인하되었고 궤도에 상관없이 

都市 어 느 곳이 나 운행 이 가능하였으묘로 電車

가 가졌던 노선의 제한성을 탈피하여 많은 호응 

을받았다. 

따라서 都市內 交通手段이 電車에서 바로 버 

스로 이어진 都市들이 대부분이었고 高架鐵道나 

地下鐵의 必훨性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우기 自動車時代가 도래 

하면서 個A交通手段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자 

38) Ibid.. pp. 371 "'395. 
39) Ibid.. p. 399. 

大꿨交通의 역 할은 감소되 었 다. 오히 려 오즈음 

에 都市內 交通이 自動車의 홍수로 문제가 발생 

하자 大꿨交通手段인 地下鐵의 건설이 촉진되는 

경향이다 41) 

20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市內 大꿨交通手段인 

버스는 개인소유의 자동차에 밀려 기능을 제대 

로 말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처음에는 전차와 

경쟁하여 우위에서기도 하였으나 都市內 大樂交

通 자체의 펄요성이 적어지면셔 그 역할도 감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스는 현재 대부분 

都市들에서 운행되고 있는 唯一의 都市內 大꿨 

交通手段이란 관점에서 볼 때 버스는 電車에 이 

은 大聚交通手段으로 都市交通에 또 하나의 華

新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2) 서울의 경우 

운행이 시작되면서 市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路線의 증설을 해 야만 했던 電車는 朝解時

代를 통해 지속되어 오던 서울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켰다. 電車路線의 數設은 城鄭의 철거를 

유도하였고 城門開閒 및 A定과 罷網까지 도 폐 

지하게 하였다 42) 南大門에서 舊龍山， 西大門에 

서麻浦까지의 電車路線의 연장은 새로운 住居地

및 市街地 확장을 가져왔고 이로서 서울의 水zp.

的 호間據張에 박차를 가하게 되 었다. 

電車를 운행 하였던 漢城電氣會社는 1900년 漢

美電氣會社로 社名을 개칭하였다가 1909년에는 

韓日효斯樣式會社로， 1915년에는 京城電氣妹式

會社로 社名이 바뀌어 운영되었다. 8.15해방후 

에는 계속社名이 바뀌지 않다가 1961년 韓國電

力林式會社의 설 립 으로 電車의 운영 권도 韓國電

力**式會社에 속하게 되 었다 43) 

電車를 운영 하는 會社의 社名은 계 속적 으로 

바뀌었지만 電車路線의 新設 및 複線化는 지속 

되었고 서울에서 운행되었던 電車路線의 대부분 

40) Schramm, J.E., W. H. Henning, T. J. Dworman, 1980, Detroit’ s Street Railways, Vol. 2, Bul1etin 
120 of Central Electric Railfan’s Association, Chicago. p. 29. 

41) 대표적인 예가 Washington D. C.로 1981년 지하철을 개통하여 버스와의 운영체계 연결로 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42) 서울특별시사펀찬위원회， 1979, 서울六百年史， 제 3 권 p.269. 
43) 京城電氣樣式會社， 1958. 京城電氣樣式會社 六十年핍華史. 

韓國電力社史編驚委員會， 1967, op. cit .• pp. 150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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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1938년 이전에 數設이 완료되었다. 이 

들 電車路線은 서울市內 중심부를 폭넓게 건설 

되었으며 대체로 신개발지역보다는 이미 住居地

化 또는 商業·工業地域으로 이용되던 지역에 

이루어졌다. 이는 서울의 경우 電車가 外國의 

경우와는 달리 都市의 했外化에 큰 영 향을 미치 

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電車가 서 울市內 大聚交通手段오로 정 착되 던 

무렵 서울에는 自動車도 수입되어 운행되었다. 

A力車도 상당수 운행 되 었고 따라서 손쉽 게 이 

용할 수 있던 交通手짧이 었지 만 大樂交通手段이 

었던 電車 만콤사람들을 대 량， 신속하게 운송하 

지는 못하여 市內交通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 

였다. 

電車가 서울의 大짧交通手段으로 운행된지 30 

여년후인 1928년 또다른 大꿨交通手段￡로 버스 

가 등장하였다 44) 버스는 電車가 私企業에 의해 

운영되던 것과는 달리 京城府에서 직접 운영하 

였다. 버스노선은 서울역을 중심￡로 처음 4개 

노선￡로 운행되었오나 2개노선오로 조정되었고 

출퇴근시간에 운행되었다. 또한 임시노선도 계 

획하여 펄요에 따라 운행되었는데 버스노선의 

대부분은 日A 居住地나 官廳이 있는 곳을 지 

나 서울 居住民 특히 日A들이 많이 이용하였 
다 45) 

電車와는 달리 례도에 상관없이 운행될 수 있 

다는 利點때 문에 버 스 利用者는 급속히 증가하 

였고 料金도 引下하여 電車와 본격적인 경쟁시 

대에 플어갔다. 그러나 電車와 路線이 같아지면 

서 경쟁은 치열해졌고， 무리한 운행으로 경영적 

자가 발생하면서 초기에 電車보다 우위에 있던 

大聚交通手段으로서 의 역 할은 점 차 약화되 었다. 

버스의 운영이 더욱 부진하게 되자 결국 1932년 

府營버스는 京城電氣樣式會社에 운영권이 넘어 

갔고， 서 울에 는 다시 電車만이 唯-한 市內 交

通手段으로 존재하였다 46) 

8-15해방이 이루어지던 1945년까지 電車는 꾸 

준한 발전을 하여 電車 보유대수도 257대로 증 

가하였고 電車路線도 총 39， 906km로 연장되었 

으며 電車 利用도 1945년 상반기 에 는 하루 평 균 

482， 636명 이 이 용하여 서 울 A口 1 ， 100 ， 000명 에 

대하여 43.9%라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등 서 

울의 大顆交通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 

다 47) 특히 아침 저녁의 出退動時間에는 전차가 

만원이 될 정도로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낮 

시깐에는 利用者가 많지않았으며 電車路線이 대륙 

부분 완성되고 利用이 보펀화되던 1930, 19401건 

대에도 급하지 않은 경우나， 電車를 두번씩 바 

꾸어 타야 할 경우， 電車를 타도 路線의 제한오 

로 많이 걸어야 되는 경우， 도보로 30分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갈 경우 등에는 電車를 

利用하지 않고 도보를 이 용하는 사람이 많았 
다 48) 

광복을 맞이하자 서울의 시내교통은 큰 흔란 

에 빠졌다. 광복과 더불어 나타난 서울에의 A 
口끓增과 사회질서의 혼탁에서 빚어지는 시설파 

괴， 무리한 운행에서 야기되는 운행사고의 빈발 

등으로 극도의 침체상태를 맞이하였다. 料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운행되던 電車는 운행대수 

가 1945년 하반기에는 68대로 감소하었다(표 1). 

운행대수 한대당 송차인원도 7， 934명으로 상반 

기에 비하여 두배이상 증가하여 電車의 무리한 

운행을 입증하고 있다. 

電車가 市內交通을 감당하지 옷하자 人力車가 

대거 등장하였고 合乘馬車도 운행되었으나 당시 

의 서울 市內 交通問題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었 

다. 따라서 서울은 도보에 의한 이동이 많아졌 

고， 電車의 운영을 맡았던 京城電氣妹式會社의 

계속적인 .T_력에도 電車運行은 더욱 악화되었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1946년 상반기에는 잠시 

호전되는 듯 했으나 계속 악화되었고 1947년 상 

반기에는 보유대수의 17.7%인 41대만이 운행되 

어 운행 전차 1대당 12， 841명이 송차하는 결과 

를 낳았￡며 사실상 1947년 7월에는 져우 27대 

44) 서울특별시사펀찬위원회， 1983, 서울六百年史， 제 5 권， pp. 981 "'984. 
45) Ibid. 
46) Ibid. 
47) 京城電氣;f*式會社， 1958, op. cit. , pp.349"'350. 
48) 과거 전차를 이용하였던 李敬興 (78歲 • 女)外 60歲 이상 네사람(76歲 • 女， 70歲 • 男， 66歲 • 男， 64歲 • 女〉

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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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톨車의 률行現況 

년 도 보유대수(A) I 운 (행日대 平수 均(B)) | | 승 (차日인 平원 헝(C)) | | %(B/A) C/B* 

1945 상 반 커 257 137 53.3 3, 523 
하 반 기 257 68 539, 485 26.4 7, 934 

1946 상 반 기 261 91 34.8 6, 394 
하 반 기 256 70 491, 520 27.3 7, 022 

1947 상 반 기 265 47 17.7 12, 841 
하 반 기 265 120 591, 116 45.2 4, 926 

*소수캠이하는 반올림 

자료 : 京城電氣i*式會社， 1958, 京城電氣樣式會社 六十年핍華史， pp.349""35α 

만이 운행되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49) 이러한 

당시 상황은 면담자들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는 

테， 광복후에 電車를 한번 타기 위해서는 상당 

히 오랜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며 사람들 

이 전차에 매달려가는 경우도 많았고， 따라서 

전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걸어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요한 市內 大聚交通手段인 電車의 경 영 이 

많은 문제점을 갖게되자 서울시가 경영을 맡는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러나 電車의 市營化는 이 

루어지지 않았고 운행조건도 많이 좋아져서 6-25 

동란이 일어나던 1950년 상반기에는 부유전차수 

의 65%인 191대가 운행되었고 전차 한 대당 

5， 851명 이 승차하는 등 서 울의 大聚交通手段￡

로서의 機能을 수행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 운 

행이 다시 시작된 시내버스는 연료의 부족으로 

運休가 잦았고 電車의 수송 능력에도 훨씬 미치 
지 못하였다. 

6-25동란은 또다시 都市交通의 침체를 유말하 

였고 都市交通發達史에 한 전환기 를 마련해 주 

었다. 전쟁은 電線을 거의 파괴하였고 차량은 

모두， 헤도는 13%정도 파괴하였다 50) 전쟁이 

끝나자 서울로의 A口集中現象은 극심하였고 따 

라서 交通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電車는 

긴급 복구이후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서울시민을 

운송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버스는 연료 부족 

49) 京城電氣i*式會社， 1958, op. cit. , pp. 242""243. 
50) 京城電氣樣式會社， 1958, op. cit. , pp. 247 ""249. 

￡로 大樂交通手段으로서 의 역 할을 충분히 해 내 

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와 合乘택시 51)가 서울의 

중요한 交通手段으로 동장하였다. 점차 사회가 

안정되면서 서울로의 A口移入은 더욱 증가하였 

고 이는 都市內 大樂交通 發達의 필요성을 가중 

시컸다. 태시와 合乘택시의 운행， 버스 운행의 

증가， 자가용 자동차의 서 울 集中으로 셔 울에 

交通量이 폭주하자 交通體系의 개 선이 거 론되 었 

다. 

都市는 호間的인 확장을 지 속하는데 반하여 

電車의 路線은 1953년 이 후 연장되 지 않아 제 한 

되어 있고， 이동하여야 할 공간거리에 비하여 

운행 속도가 느려 電車의 컬間的 時間的 제 약성 

이노출되었다. 따라서 都市 交通問題 해결을 위 

해 高架鐵道와 地下鐵의 건설이 고려되었A나 

당시에는 계획만 되었을 뿐 실천에 옮겨치지는 
않았다 52) 

1957년을 기점으로 운임이 버스보다 낮았음에 

도 불구하고 電車의 이용자가 버스부다 감갖하 

기 시작하였다 53) 이는 1899년 서울에서 운행을 

시 작한 電車가 第一의 大聚交通手段으로셔 의 위 

치를 상실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버스， 

택시， 승합택시의 利用率이 높아지자 電車의 폐 

지 론이 등장하었고 電車는 大쨌交通手段오로서 

의 절대적 위치를 버스에 빼앗기게 되었다. 

51) 후에 16인승 마이크로 버스가 운행되었으며 현 좌석버스의 전신이다. 
52) 서 울특별 시 사펀 찬위 원 회 , 1983, op. cit. , p.805. 
53) 1957년에 電車 이용자가 연간 총 133， 197， 007인데 반하여 버스 이용자는 연간 총 149， 657， 720명￡로 처음 

으로 버스이용자수가 전차이용차수를 능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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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의 교톰인구(1974'" 1986) 

17.7 ~ 

% 

電車의 운영 권이 1966년 서 울特別市로 이 전되 

자 서울市에서는 電車 운행의 중지를 검토하였 

고， 光化門의 地下道 工事를 위한 궤도의 철거 

를 계기로 1968년 11월 29일 電車의 운행은 완 
전히 폐지되었다 54) 이로써 서울의 大累交通은 

버스에 의존하게 되었고 70여년간 서울의 大聚

交通手段으로서 그 기 능을 수행 하던 電車는 서 

울에서 사라졌다. 

당분간 벼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서울의 大

聚交通은 1974년 地下鐵의 개 통으로 새 로운 大
짧交通時代를 예고하였다. <그림 5)55)에서 나타 

내듯이 1974년에는 전체교통인구 2, 145, 938, 256 

명 중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81. 3%이고 

지하철은 겨우 1. 1%만을 차지하였으나 지하철 
제 2， 3 ， 4호선이 개통된 후인 1984년에는 버스의 
교통인구 분담률은 69.9%로 낮아진 반면 地下
鐵은 7.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6 

년 더욱 강화되어 전체교통인구 4, 436, 435, 214 

명 중에 서 버 스를 이 용한 교통인구는 59.6%를 

차지하였오나 地下鐵을 이용한 교통인구는 17.7 

%로 급증하였다. 태시의 교통인구 분담률이 

1984년과 1986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 

면 버스의 교통인구 분담률 감소는 모두 지하철 

이용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地上의 교통체증에서 오는 문제점을 地

下鐵이 해결해주며， 4호선까지의 개통으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고 있어 地下鐵의 효율 

성을 시민들이 인정하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따 

라서 계획중인 13호선까지 모두 개통된다면 地

下鐵이 버 스보다도 더 효율적 인 大聚交通手段오 

로 간주될 것으로 예측된다. 

6-25동란이 후 서 울의 交通手段으로 꾸준한 공 

헌을 해온 택시는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 

에는 교통인구 분담율이 증가하였으나 1984년이 

후에는 미미한 정도이나 감소하는 추셰이다(그 

럼 5 참조). 이는 地下鐵의 개통으로 인한 영향 

일 수도 있겠으나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여진다. 1980년 서울 

시내 自動車 보유대수 130， 505대중 자가용은 

99， 544대 로 76.3%를 차지 하였으나 1984년에 는 

209， 710대 로 총보유대 수중 84.7%를 차지 하였고 

1986년에 는 86.9%인 304， 902대 로 1984년에 비 

하여 45.4%나 증가를 하였다 56) 이와같이 自家

用 自動車의 증가는 상대적오로 大짧交通이나 

태시 利用의 저하를 유도할 것으로 추측되묘로 

서 울의 交通體系는 大聚交通의 地下鐵과 個人交

通인 自家用 덤動車의 혼합형태로 전환되리라 

생각된다. 

서 울의 市內 大쨌交通의 發達은 우리 나라의 
政治的·社會的 變化와 함께 이루어졌다. 8-15 

광복과 6-25동란은 交通發達의 장애요인이었￡ 

나 새 로운 交通手段의 발달을 유도하기 도 하였 

다. 서울의 市內 交通體系는 電車에 의한 移動
에서 버스와 電車의 공존시대를 거쳐 버스와 택 

시에 의한 이동으로， 그리고 현재는 버스와 地

下鐵의 大꿨交通手段과 택시와 自家用 自動車에 
의한 個人交通手段의 공존시대로 발달되어 왔 
다. 결국 서울의 市內 大꿨交通手段은 電車에서 

54) 서 울특별 시 사펀 찬위 원 회 , 1983, op. cit. , p.801, pp.804"'805. 
조선일보， 1968년 11월 30일자. 

55) 교통통계 연 보， 1978년 , 1987년 
56) 교통통계 연 보， 1980, 198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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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車와 버스의 共存， 버스 단독， 그리고 버스와 

地下鐵의 共有時代로 이어지고 있다. 

4. 結 論

都市의 成長， 특히 都市의 水平的 호間據張에 

영 향을 미 치 는 大꿨交通은 市外交通이 라기 보다 

는 市內交通이라 할 수 있다. 都市가 居住地와 

動務地가 일치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보 

형 도시열을 경우에는 都市內 大꿨交通의 必훨 

性은 대 두되 지 않았다. 그러 나 盧業이 發達하고 

都市가 초間的인 據張을 거 듭하면서 動務地와 

근로자의 住居地가 분리되었고 근로자들을 비롯 

한 都市民 대 부분이 利用할 수 있는 大꿨交通의 

必훨性이 대두되었다. 

外國의 경우， 특전계층을 위한 마차가 등장하 

더 니 곧이 어 중산충들을 위 한 合乘馬車가 등장 

하였다. 合乘馬車는 최초의 大꿨交通手段으로서 

등장하였으나 利用者들의 욕구를 만족시 키 지 뭇 

하였고 한꺼번에 수송할 수 인원이 제한되어 있 

어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향하지 못하였다. 이러 

한 단점을 부완하고 속도도 비교적 빠른 궤도마 

차가 등장하여 실질적 인 都市內 大댔交通手段으 

로서 기능을 발휘하였다. 

電氣의 발명오로 電力을 이용한 電車가 궤도 

마차를 대신하여 새로운 都市內 交通手段으로 

등장하였고 이 는 都市의 水平的 컬間據張에 절 

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궤도마차나 電車가 갖는 

초間的 제한성을 탈피하기 위해 高架鐵道와 地

下鐵이 건섣되기는 하였으나 일부 都市를 제의 

하고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20세기 들어 등장한 버스는 電車가 갖는 단점 

을 부왼-하여 都市 곳곳에까지 운행될 수 있었으 

묘로 곧 電車의 기 능을 대 신하였고 都市內 大댔 

交通手段으로서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自動車

時代가도 래하면서 버스의 역할은 약화되었지만 

電車에 이어 都市內 大꿨交通에 혁신을 가져온 

交通手段이었다. 

最初의 大꿨交通手段이 었던 合乘馬車의 탄생 

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實質的으로 큰 역할을 

수행 한 大꿨交通手段인 궤 도 마차와 電車의 등 

장， 버 스와 地下鐵의 등장까지 都市內 大꿨交通 

手段의 起源 및 發達은 經濟가 발전하면서 도보 

형 도시 에 서 前塵業型都市로， 또 塵業型都市로 

의 전환에 따른 土地利用의 변천， 인구 증가， 都

市 호間構造의 變化에 따른 펼연적인 결과로 이 

루어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城摩都市였던 관계로 都市의 據

張이 자연 늦어질 수 밖에 없던 당시의 상황은 

大왔交通手段 짧達의 必훨性을 크게 느끼 지 못 

하였다. 서울에 最初의 大聚交通手段인 電車가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펼요에 의해서 

가 아니라 美國人들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설치 

목적도 高宗의 洪陸行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일반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고 특권계충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운행이 시작되자 皇室의 이용은 적었 

던 반면 일반 시민들의 利用이 급증하였고， 路

線의 확장과 電車 운행융 촉진시킨 것은 서울에 

大聚交通手段이 펄요하였고， 서울市民들도 大聚

交通의 편리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을 입 

증하는 것이었다. 

電車는 운행이 시작된 후 30여년간 서울의 唯

一한 大꿨交通手段으로서 역 할을 수행 하였으나 

1928년 버스의 도입으로 한동안 버스와 경쟁을 

하였다. 버스는 電車와의 경쟁을 위한 요금인 

하， 무리한 투자등으로 경영부진을 초래하였고 

경영권이 京城府에서 京城電氣樣式會社로 넘어 

감과 동시에 市外交通으로 전환되었오며 따라서 

電車는 다시 서울의 唯-‘한大聚交通手段이었다. 

8-15 해방을 맞은 푸 급증하는 A口， 사회혼 

란으로交通發達은 오히려 후퇴하기도하였A나，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무렵 6-25동란을 맞이하 

였다. 두번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은 후 

1950년대에 들어 택시， 승합택시， 버스 등이 등 

장하면서 서울의 市內交通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電車는 서울 수복이후 급증하는 A口를 수용 

할 수 있는 능력 이 부족하였고 都市의 했外化에 

따른 路線의 연장도 불가능하였다. 1957년을 계 

기로 버스와 電車의 경쟁시대가 도래하였으며 

1960년대 에 들면서 電車의 호間的， 時間的 제 한 

성 은 버 스에 大聚交通手段으로서 의 우위 기 능을 

빼앗기는 요인이 되었고 電車의 폐지론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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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하였다. 

서울시로 電車의 운영권이 전환된 후 光化門

지역에 지하도의 건설과 교통체증에 따른 電車

路線의 철폐가 논의되다가 1968년 寶車의 운행 

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이후 버스는 서울의 唯

一한 大聚交通手段으로서 의 역 할을 1974년 地下

鐵이 개용될 때까지 수행하였다. 

外國 都市의 경우와 서 울의 大쨌交通手段의 

起源과 發達은 몇가지 점에서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外國의 경우는 技衛의 華新과 都市

民들의 펄요에 의해 大樂交通이 起源하였￡나 

서울은 타의에 의해 특권충을 위한 外國文明의 

도입으로 大聚交通手段이 등장하였다. 둘채， 약 

30""40년 간격으로 합승마차， 제도마차， 전차， 

버스로 市內 大樂交通手段의 발달이 이어졌던 

외국과는 달리， 서울의 경우는 電車가 거의 60 

여년간 唯一의 大짧交通手段으로서 存在하였다. 

셋쩨， 外國 都市의 궤도마차나 전차의 경우는 근 

로자들을 위해 出退動時間에는 할인요금을 적용 

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의 電車는 좌석에 따른 차 

등 요금제를 실시하었을 뿐이다. 

넷째， 高架鐵道와 地下鐵이 外國에서는 궤도 

마차， 전차가 운행되던 시기에 都市交通問題 해 

결을 위해 이미 건설，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서울에서는 電車가 운행을 완전히 정지한 후 地

下鐵이 건설， 운행되었다. 다섯째， 외국의 경우 

電車의 운영권이 私企業에서 市政府로 옮겨진 

후 市民들의 이익을 위해 요금도 引下되고 시설 

투자도 늘었으나 서 울의 경 우는 기 타의 특수한 

여건도 작용였하지만 電車의 경영권이 市政府로 

옮겨진 후 얼마지나지 않아 운행이 완전히 정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의 電車와 버스의 도입은 

外國에서 운행이 시작된 후 10년內로 이루어졌 

으나 外國의 경우와는 달리 電車와 버스의 역할 

교체에는 많은 시간이 결렸다. 이는 버스 운행 

에 펄요한 연료의 부족과 8.15해 방과 6.25동란 

을 겪으면서 극심한 사회혼란， 인구의 급증， 교 

통기관의 파괴 등에 의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 

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市內 大聚交通手段의 기원 

은 타의에 의해 건설된 電車였으며 처음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곧 일반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실질상의 大꿨交通手段으로 변모되었다. 

電車에서 버스로， 또한 버스와 地下鐵이 공존하 

는 서 울市內 大樂交通手段의 發達은， 이 러 한 면 

에서 볼 때 外國의 경우와는 달리 서울이 갖는 

政治·社會·經濟·文化的 背景에 의해 독특하 

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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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and Growth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Comparative Study of Seoul with Foreign Cities 

Summ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sis and growth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compared 

with those in foreign, especially European and 

American, cities. Seoul was chasen as a study 

area, because it had the first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in Korea and because the distri

bution of private and public transportation con

centrates in Seoul. Among the public transpor

tation, the only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is examinεd in this research. 

In case of foreign cities, omnibus was deve

loped as the first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for persons without reference to class. But horse

drawn street car replaced omnibus soon because 

it had problems of the slow speed and the limi

tation of number of carrying persons at once. 

Horse-drawn street car and later electric street 

car became the real internal public transpor

tation modes in terms of playing the role in 

the spatial extension of the city. 

The spatial limitation of these street car rail

ways and the crowd of people in the streets 

made transportation problems and led to develop 

other transportation modes such as the elevated 

railway and subway, which were not effective 

for solving the problems. In the early 20th 

century, bus started the operation as a new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competed with 

electric street car railway, and became the only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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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in most 

cltles. 

In case of Seoul, the electric street car started 

the operation in 1899 as an imported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by the suggestion of 

two Americans. The operation of the electric 

street car in Seoul was originally for the royal 

family different from the cases of foreign cities. 

Soon after starting the operation of the electric 

street car, however, most citizen of Seoul wel

come this transportation mode and more electric 

street car lines were constructed very rapidly. 

Although the electric street car competed with 

bus run by city government for 1928-1932, it 

was the only and important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till 1957. 

The social disorder and sudden social increase 

of population according to the emancipitation 

from Japan in 1945 and the Korean war in 

1950 made delaying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The year of 

1957 was the turning point in the growth of 

the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Buses started 

the continuous operation and to compete with 

the electric street car, and were welcome by 

the citizen of Seoul because bus can run any 

roads without the restriction by the rai l. Because 

of the spatial and speed limitation, the number 

of passenger of the electric street car reduced 

greatly despite its fare is cheaper than that of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γ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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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 

From the beginning of 1960s, the number of 

passenger of the bus was much more than that 

of the electric street car. And in 1968, the 

electric street car fìnally stopped the operation 

and the bus remained the only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till 1974 when the subway 

started the operation. 

The differences of genesis and growth of the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between foreign 

cities and Seoul summerized as follows. First, 
the demand of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led the genesis of the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in foreign cities, while the 

operation of the electric street car started 

simply for the royal family in Seoul. Second, 
the changing interval of the modes from omni

buses to horse-drawn street cars, from horse

drawn to electric street cars, and from electric 

street cars to buses was about 30"-'40 years, 
but, in the case of Seoul, the electric street car 

existed the only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for about 60 years. 

Third, the lower fare for workers during 

rush hours was applied in foreign cities, wh i1e 

the different rate of fare by the class was 

applied in Seoul. Fourth, the elevated railway 

and subway were already constructed and started 

the operation to sol ve the transportation pro

blem when horse-drawn and electric street cars 

were operated, but the subway in Seoul was 

constructed and started the operation in 1974 

after the operation of electric street car was 

completely stopped. 

Fifth, after transferring the management of 

the electric street car from the private company 

to the city government, the lowering fare and 

the more investment in the transportation faci

lities for the public benefìt in foreign cities, 
while the operation of the electric street car 

￦as stopped in Seoul. And fìnally, the electric 

street car and bus were imported within ten 

years after starting the operation of those tran

sportation modes in foreign cities, but the 

replacement from electric street car to bus in 

Seoul needed too much time. 

In summary, the genesis of the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was the electric street 

car imported and suggested the operation by 

Americans, but it was received an enthusiatic 

welcome by people and turned to a real and 

important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in Seoul right after starting the oper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internal public transpor

tation from the electric street car to the bus, 

and fìnally coexistance of the bus and subway 

in Seoul was based on the poli 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different from the cases of foreig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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