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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文

서울이 一것的으로는 政治的인 都市여서 昭究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은 데 다가 

筆者에게는 태어나 자란곳이어서 다른곳보다는 좀 더 알고있다고 생각되어 , 감히 本

짧究를 博土學位 취득을 위한 연구로 삼아 시작했지만 마음처럼 그려 쉬운것은 아니었 

다. 오히려 무척 어려웠는 데 이는 결국 本A의 邊學때문이었다. 

오늘 이 논문을 세 상에 내놓게 되기까지는 서울大學校의 李燦 博土 ( 指導敎授 ) 를 

비롯하여 朴杯ff:. 博士， 韓永愚 博士， 黃載職 博士， 東國大學校의 冊基柱 博土， 이 상 

다섯분 선생님들의 指導와 激顧가 큰 힘이 되었다. 그라고 서울大學校 地理學科의 

모든 선생님들의 助言과 편달도 필자에게 힘이 되었다. 위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獲學非才여서 不足한 점이 많을것으로 사료되나， 그런 가운데에도 이것이 「 서울짧 

究 」의 基鍵를 구축하는데 一助가 된다면 多幸이겠다. 

江湖諸賢의 1Jt;正있으시기를 바란다. 

1 9 8 5 年 8 月

任 德 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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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1) 맑究의 動機와 텀 的

政治地理를 昭究하는 많은 사람들이 統治나 行政과 관련해 서 國家 領土， 各級 行政

區域， 首都등과 같은 政治地域을 중요시하고 있다. 政治地域의 하나인 首都는 一國의 

最高 政治的 權威 (political au thority ) 가 所在하는 都市 ( 地域 ) 로서 , 이 곳에 서 計

劃·樹立된 政策은 國內 全域에 결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影響力이나 重要性이 대단히 

크다. 또한 수도는 起源(首都起源)에 있어서 固有性내지 獨特性을 지니고 있고， 훌훌 

展過裡에 있어서도 多少間에 그러하다. 그라고 國民들이 수도에 대해 기대하는 機能도 

여타 都市와는 크게 다르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측면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 

는 地理學徒에게는 위와 같은 首都， 그 중에도 우선 自國 首都를 짧究하는 것은 가치있 

는 일이 된다. 

서울에 대한 그간의 맑究는 주로 都市內部 構造， I業分布와 그의 移動， 했外化，A口 

分布 패턴， 地價分布 패턴등을 다룬 것이었고， r 政治都市 首都」 라는 점에 주목하여 연 

구한 것은 극히 단편적인 것 외에는 없는 설정이다. 그려고 그 分析·考察에 있어서도 

주로 現在를 기준으로 하였거나 最近 몇년의 期間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대부분 

이어서 寶生初期로부터 오랫동안의 歷史的 前後關係 속에서 變化하여온 實在(en-

tities) 를 알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서울에 대해서는 그 都市의 特性이나 政治的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 정치지라학 쪽 

에서도 진작에 짧究가 多數 행하여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筆者는 지녀왔다.그려하여 우 

선 「서울昭究」 의 基體的 課題가 된다고 생각된 首都起源 및 그 後의 發展過程 問題를 

한번 集中的으로 다루어보고자 한 것이다. 

위와 같은 認織과 動機에서 출발한 本 판究의 目的은 首都選定 過裡 및 選定理由를 

中心으로 서울의 首都起源(오늘의 서울이 맨 처음에 首都地位를 얻게 된 일)을 밝혀 

봄과 아울러， 以後 最近( 1981 )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온 「首都로서의」 政治- 청 

間的 짧展過程을 究明하는 데에 있다. 

(2) 맑究方法 

1 ) 用語의 定義

昭究方法을 設定하거나 채택하기에 앞서 몇몇 用語에 대해서 據作的 定義( operati

onal defini tion ) 를 내려두었다. 그렇지 않으면 擺念上 混亂이 생길 우려가 있다. 여 



기 제시된 據作的 用語외의 關聯 主要擺念들은뒤에 별도로 詳述되어 있다. 

띠統治와地方行政 

통치의 定義는 時代， 論者， 社會的 條件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내려질 수 있겠지만 여 

기서는 中央政府( central government) 가 國家體制를 維持 • 發展시키기 위해서 전 

개 하는， 가령 國防， 外交등의 政府的 行짧 1) ( governmental behavior) 를 「統治j

라고 규정해 두었다. 그라고 이 對全國的연 統治와 區別하기 위해서 地方政府( local 

government )가 自體 地域住民에 대해서 전개하는， 가령 地方道路 건섣 • 보수，消防， 

오물처려， 上下水道 시섣제공등 地方的 차원의 서비스제공 행위 2) 를 「地方行政」 이라 

고 규정하였다. 

팀首都의 훌훌展 

무엇을 「首都의 廳展」 이라고 할 것이냐의 問題는 간단치가 않다. 우선 鍵展에 대 

한 개념규정 자체가 社會科學內에서도 학문마다 多破多樣하고， 같은 學問內에서 조차 

그에 대한 주장들이 서로 다른 만큼， 그 接近方法도 아주 다양해서 어렵고 복잡할 수 

밖에 없다힌 

그러나 本 짧究에서 한가지 확실히 해둘 수 있는 것은 「寶展」 이라는 것을 「首都의 

발전」 으로 좁혀서 바라보고 말한다면， 의당 수도의 機能， 즉 政治的 機能과 수도의 철 

間에 주목해서 그 「발전」 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首都의 발전」 을 보다 더 섣득력있게 논술하기 위해서 우선 社會科學 각 관련분야 

에서 제시한 發展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經濟的 측면에서 보면 발전이란 곧 경제 

적 발전으로서， 소득의 증대를 통하여 生活이 보다 더 풍요해져가는 것을 말한다4) 발 

1) R. Muir, 1975 ,Modern Political Geography, London: Macmillan , p.65. 

2) R.J. Johnston, 1979, Political, Electoral, and Spatψl 망stems: An Essay o[ Political Geo

graphy, Oxford: Clarendon, pp.27-28. 

3) 金現東J 1980 , 發展의 社會學， 서울 : 文學과 知性社 J p.151. 

R.G. Cant, 1975 , “ Teritoria1 Socio-economic Indicators in Development Plans in the Asian 

Region," lnternational Social Science ‘lournal, 27-1 , p.59. 

Cant는여기서發展이란規範的， 多次元的， 國家固有的， 結合的 C coherent )인 것이어 

서 操作化할 수 밖에 없 다고 하였다. 

4) K.T. de Graft-Johnson, 1975 , “ Some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to Measure Development 

in West Africa," l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7-1 , p.78. 

金現東J 1980 , 前編書J p.48. 

閔俊基〔外， 譯) J 1982 , 近代化와 政治發展 CL. Binder 外， 1971 , Crises and Sequences 

in PoliticaJ Dev.elopment) , 서울 : 法文社J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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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제를 가장 잘 포괄적，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社會學쪽의 Eisenstadt 냐 마른進 

化論的 社會學者들에 의하면， 社會의 構造-機能이 단순한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同

質的인 것에서 異質的인 것으로 成長 • 分化되고 이것이 다시 統合되는 過程이 곧 發展

인 것이다 5) 사회의 구초는 分化를 겪으면서 特化되어 종래보다 한층 더 그의 機能들 

을 효율적으후 수행하게 되지만， 그 분화는 섬한 경우 긴장과 갈등도 초래하게 되므로6) 

이들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절히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Coleman 은 政治的 發展 - 이것은 본 연구에서 注視되는 개념이다 - 이란 構造的

分化 ( structural differentiation) 와 平等의 요청 , 그랴 고 統合的 • 反應的 • 適應的

인 政治體制의 能力간에 일어냐는 계속적인 相互作用이라고 보았다 7) 여기서 分化란 

進步的인 分立， 역할의 전문화， 制度的인 분랴， 結社體의 확산등을 말하는가 하면， 또 

한 계층 및 집단의 증가냐 構造-機構의 증가도 의마한다 8) 이렇게 되어가는가운례 정 

치 -행정적 능력이나 효율성이 증대되어 결국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Almond 몇 Powell 에 의하면 정치적 발전은 國家安全， 경제성장， 社會福社，自由와 

같은 社會 • 政治的 目標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政治構造的 分化

이 다 9 ) 分化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特化된 역할이 生成되고， 이 일은 새로운 특화 

된 構造(機構)냐 그 下位體制(가령 脫金徵收 기구， 縣序維持 기구등)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즉 특화된 執行 • 官應機構 및 역할이 發興되게 하는 것이다 10) 물론 이 

역할분화는 앞의 두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多數 역할간의 調整 문제， 情報交換 문제등 

을 야기 시 키 기 도 한다. 그라 고 관계 관료들의 地位向上 조치 냐 政竟指導者들의 支持획 

득음 위한 조치로 誤用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Fried 및 Rabinovitz 는 발전을 近代化 ( modernization ) 와 같은 것으로 보고 

노동의 高度分化， 고도의 특화(전문화) , 서비스증대， 높은生塵性， 都市化등을 짧 

展要素로 보았다 11) 그려고 이 과정에서 긴장， 과로， 갈등， 범죄， 公害， 社會的 分

5) 金짧東 1980 ， 前擔書， pp.21 , 83. 

6) 閔浚基(外， 譯)， 1982 , 前揚書， p.420. 

7) 上獨書 p.92.

8) 上觸書， pp.42 , 93. 

9) G.A. Almond and other, 1978 , Comparative Politics, Boston: Little Brown, pp.20, 359. 

10) /b id. , pp.20, 136. 

11) R.C. Fried and other, 1980, Comparative Urban Politics: A Performance Approach, Engle

wood Oiffs: Prentice-Hall,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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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賞富差異등 否定的인 것들이 副塵物로 나온다는 정을 간과하지 않았다 12) Pye 에 

의하면 정치적 말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곧 個A間의 平等性 증대， 환경과의 

관련하에서 수행되는 정치체제의 능력증대，그라고 정치체제의 機構分化이다. 그는 그 

간의 잡다한정치적 발전론을정려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던 것이다13 ) 

Huntington 은 近代的 政治體制가 정치적 발전을 초래 • 유지한다고 보고， 이 근대적 

체제의 특정으로 正當化된 權威， 分化된 구조-기구， 대중의 政治參與， 광범한 目標의 

달성능력등을 들고， 이들을 바로 정치적 발전의 요소들로 삼았다 14 ) 

環境(論的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발전이란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社會自體를 계속 

해서 再構成( reconstruction ) 할 수 있는 능력， 즉 適應的 再構成( adaptive re

construction)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는 데， 15) 이 견해는 시스템 ( system) 

理論쪽에서도 같다. 시스템 理論에서는 체제자체의 存續， 나아가 발전을 위해서는환경 

으로부터의 要求에 적응하면서 그 體制가 변화해야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6) 

A類學에서는 발전을 진보( evolution ; 進化)로 보고 있다. 인간은 그들의 욕망 충 

족을 위해서 華新( innovation) 을 통한 變化를 일으키는 데， 이 변화과정에는 필연 

적으로便利(좋은점)와뾰廳盛勢(副作用)가동시에 나타냐게 된다. 바로 이 병발 

증세가 더 나은 혁신을 통해서 서서히 極小化되어가는 가운데 文化는 진보， 즉 발전하 

여간다고 보고 있다 17) 변화와 진보를 묶어서 「발전」 이라고 보는 견해는 A文地理學

쪽의 Mitchell 이나 Bobek 의 著述에서도 미미하긴 하지만 발견할 수 있다 18) 

다음은 컬間的 측면에서의 都市聽展 문제이다. 앞의 Fried 및 Rabinovitz 가 이마 

지적했듯이 都市化 - 이 경우 密集聚落으로의 인구집중 - 를 발전의 한 要素로 보고 

12) Ibid. , p.67. 

13) L.W. Pye, 1966, Aspect of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Little Brown, pp.3 3-48. 

14) S.P. Huntington, 1965 , “ Politica1 Development and Politica1 Decay," World Politics, 18-3 , 

pp.386-393. 

15) 閔俊基(外， 譯)， 1982 , 前揚書， p.52. 

16) D. Easton, 1965(a), A Systems Analysis of PoUtical Life, New York: John Wi1ey, pp.15-19. 

17) L. Senesh, 1967 , “ Organizing Curriculum around Social Science Concepts," in: 1. Morrissett 

(ed.), 1967, Concepts and Structure in the New Social Science Curricula, New York: 

Hold, Reinhart, and Winston, pp.33-34. 

18) J.B. Mitchell, 1967 , Historical Geography, London: English Univs. Press, p.14. 

H. Bobek, 1959,“The Main Stages in Socioeconomic Evolution from a Geographical Point 

of View:’ in: P.L. Wagner and other(eds.) , 1962, Readings in Cult~ral Geography, Chicago: 
f 

Univ. of Chicago Press,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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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地理學쪽에서도 이를 전폭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용인할 수 있겠다. 政治地

理學쪽의 Muir 나 Johnston 에 의하면， 無限定的인 것은 아니지만 地方政府 당국이 

관한지역 주민에게 교통， 통신， 用水供給， 교육， 위생， 消防등의 生活便利와 福社를효 

과적으로제공하려면， 행정기구-기능의 분화·증섣파마찬가지로관할市域의 규모도 

「規模의 經濟J ( economies of scaI e ) 효과를 最大限 누릴 수 있을 때까지는 꾸 

준히 늘어나야 한다 19) 

관할 士地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種源을 위주로 한 財源이 영세하여서， 前述한 生活

便利나 福l址플 위한 施策을 마련 • 추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관할구역은재원이나서 

비스제공 持續을 위한 最少要求水準 CA口냐 土地면 )의 확보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점 

차 넓어져야 한다. 물론 最適의 土地規模를 념어 過大하게 市域이 넓어지면， 여기서 초 

래되는 서비스 및 管理費用 過大支出， 公害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市域이 늘어 

나는 데는 어떤 「限界」 가 있을 것이다 r 非能率이나 생활편라減退가 나타나게 되는 

士地規模」 가 바로 그 한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할지역 住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플 증대시켜 都市生活의 質을 높이는 일도 일종의 

都市的 發展 ( urban development) 이 라고 보면， 非能率이 나 서비스 · 생활편라감퇴가 

냐타나게 되는 규모에 「달할 때까지」 市域이 점차 확장되는 과정을 도시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 비능률이나 편리감퇴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간에 이미 「규모의 경제」 효 

과를 잘 거두어 오다가 그 효과가 이제는 漸減의 단계에 왔을-만큼 市域規模가 지나치게 

커졌다는것을말해주므로， 이러한觀點에서 봄때 결국 「규모의 경제」 효과가 極大

化되는 때까지 시역이 점차 확장되는 것을 「일단」 깐한間的 측면의 都市發展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전술한 士地的 「限界」 를 「時限」 으로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시역확대의 時限은 「규모의 경제」 效果가 생긴 「以後」 로 부터 市域過

大에서 오는 각종 不便이 일어나기 「以前」 의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한 

까지는 市域이 계속 늘어냐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M하ldi 는 文化가 量的으로 변화하는 例로 領土增減， 도시 성 장， 知識A증감등을 

들었는데，20) 문화의 변화를 A類學(경우에 따라서는文化地理學)쪽에서 처럼 발전 

으로 본다면， 위의 例플은 발전을 量的으로 보여주는 指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겠다. 

이상에서 發展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實感할 수 있겠다. 여 

19) R. Muir, 1975 ,Op. cit. , pp.224-227. 

R.J. Johnston, 1979, Op. cit. , pp.143-153. 

20 ) 閔俊基(外， 譯)， 1982 , 훤裡훌，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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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분야에 서 제 시된 多數의 關聯要素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면서 數量的으로 測定 • 

比較 - 이 作業은 時間經過에 따른 변화나 발전을 객관적으로 把握 • 提示하는 데 不可

缺의 것이다 - 도 가능한 發展 개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일은 현실적 

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본 연구에서 注目하고 있는 「首都의 훌훌展」 개념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득이 完全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학자플에 의해 利用 • 주장되면서 

도 測定해서 비교가 가능한 指標들만을 가지고 「수도의 발전」 개념을 만들어보고자 하 

였다. 정치적 발전의 요소로 앞에서 빈도 높게 제시된 것을 보면， 그것은 @ 構造-機

能(機構-역할)의 分化(증가)， (잊 能力 증대，@ 平等性 증대이다. 철間的인 측면 

에서는 政治的 測面에서처럼 여러사람에 의해서 몇몇 훌홍展要素가 빈도높게 제시된 바는 

없지만 앞에서 논의한 것에서 끌어내보면， 그것은 無限的이 아닌 @ 都市化- 都市成

長 ( Fried 및 Rabinovitz ), @ 市域 ( 領士 ) 증대 ( Muir , Johnston) , @ 人口增

加(都市化와 관련해서 Fried 및 Rabinovi t z )등이다. 여기서는 이중 5 개 要素(평 

등성 제외 )와 要素間 關係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首都의 發展」 개념을 규정하였다: 

首都의 靈展이 란 수도의 政治-行政機構가 해당국가 전체의 존속 • 번영을 위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늘어나 特化되고， 首都의 市域도 그 內部가 

構造的으로성장하여 가는가운데 적절한크기(가령「규모의 경제」 效果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크.71)에 도달할 때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2) 짧究方法 

연구방법이 구체적으로논의 ·제시되려면， 이에 앞서 이들 方法이 適用될 對象，즉昭 

究問題들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3 가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서 울이 朝蘇初에 이 나라의 首都로 決定되 기 까지 에 일 어 난 意見對立， 折表，決定

등의 全體的 過程은 어떠하였는가? 

2. 서울이 어떠한 理由로 인하여 조선의 首都로 定하여졌는가? 

3. 創建以後 서울의 「首都로서의」 發展過程은 어떠하였는가? 

이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寶料面에서는 文歡的 方法 (documentary method ) 

과 時間組織面에 서 는 時間斷面的 方法 ( cross- sectional method ) 이 사용되 었 다. 

그려 고 補助的으로 現地路흉와 약간의 指數算出을 하였 다. 文敵的 方法은 事件과 관련 

된 여러 형태의 文敵에서 史實과 그 背景을 찾아내어 分析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특 

히 國家的 重大事에 대한 決定過程에서 생기는 見解差異， 갈등， 政治的 折表( pol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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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compromise) , 特定物選擇理由등을구체적으로 찾아내어 分析하는데 크게 有

用하므로21> 本 冊究에서 重大事로 보고 있는 首都選定의 過程(문제 1 )과 그 選定理

由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여기에 쓰인 主要 寶料는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蘇王朝

初期 實擬(太祖~世宗) , 新增東國與地勝覺， 應制詩註， 漢京識略， 東國瓚地備1Jl.， 擇里

志， 大東顆地圖등 古文敵과서울通史，서울六百年史등 오늘날의 편찬자료이다. 

時間斷面的 方法은 어느 한 地域의 과거로부터의 오랜 變化나 寶展을 살펴보려고 할 

때， 우선歷史的계기가되는중요하고도뚜렷한 「變化의 年度들」을 「時間斷面上의 

해 [ 年〕들」 로 션정하고 이들 단면에 대해서 하나씩 íl直次的으로 조사 • 섣명하고， 그렇 

게 해서 全 期間의 發展 • 變化를 암아보는 데 쓰이는 방법이다. 이것은 歷史地理的方法

의 하냐이다. 

이 방법은 일찌기 1930 년대 중반에 Meyer 와 Darby 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 

다. Meyer 는 美國 Ka뼈akee 습지의 변화-발전을 탐색하는 데 이 방법을 썼다 22) 

Darby 는， 19 세기 중반에 歷史學者 Macaulay가 1 7 세기의 英國歷史를 고찰할 때 

景觀을 설정하여 說明한 사질에 시사를 받아， 1800 년 以前의 잉글랜드 歷史地理를 이 

방볍을 통해 고찰하였다 23) 그후 1950 년대 초 이래 다시 Darby 의 東部 잉글랜드의 

둠스데 이 ( Domesday) 地理 맑究와， 1960 년대초 Harris 의 요크셔 East Riding의 

農村景觀 연구를 거쳐， 1970 년대 초반에 또다시 Darby 가 잉글랜드의 둠스데이 地理

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歷史地理 책을 出刊함으로써 이 방법은 그간에 더욱 보완되고다 

듬어져， 오늘날은 歷史地理 연구상 하나의 좋은 方法으로 자리 를 굳히게 되 었다 24) 

21) D.B. Knight, 1977 , A Capital for Canada: Conflict and Compromise in Nineteenth Century, 

Research Paper , 182, Chicago: Univ. of Chicago , p. VI. 

J.R.V. Prescott, 1972 ,Political Geography, London: Methuen, p.3 1. 

D.F. Stetzer, 1975 , Special Districts in Cook County: Toward a Geography o[ Local Govem

meni; Research Paper, 169 , Chicago: Univ. of Chicago , p. 6 참조 • 
22) A.H. Meyer, 1935 , “ The Kankakee Marsh of Northern Indiana and I1linois," Papers o[ the 

Michigan Academy o[ Science Arts and Letters, 21. 

23) H.C. Darby , 1936 , Historical Geography of England be[ore A.D. 180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R.J. Johnston and others(eds.) , 1981 ,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New York: Free 

Press, pp.62-63. 

24) H.C. Darby, 1952, Th e Domesday Geography of Eastem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A. Harris, 1961 , The Rural Landscape of the East Riding of Yorkshire, Oxford: Oxford 

Univ. Press. 

H.C. Darby(ed.) , 1973 , A New Historical Geography o[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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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다른 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長點과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장점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뚜렷한 변화들과 일치되게 斷面들을 설정하면 斷面期의 조사 • 설명 및 全期
間變化 추적에 좋다. 

@r 앞의 時間J , 즉 단면 以前 期의 文敵資料를 사용해서 해당 단면의 生成背

景을 알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獲生的( genetic ) 탐색도 가능하다. 

@通史的方法( diachronic method )에서는얻기 어려운단면중섬의 깊이 있 

는 탑색 ·설명이 가능하다.짧 

이외에 단면간 비교를 통해서 변화-성장-발전을 아는 데 편려하다. 

이상의 장점과는 달리 문제점플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단면 당시의 景觀을 구성하는 여러 要素들이 모두 같은 비율로， 그리고 같은 

期日內에 변하지 않으므로， 時間的으로 질서있게 처리 ·섣명하는 데 힘든다. 

@ 단면을 탐색 • 섣명하는 데 있어서 몇몇 情報들은 각 단면마다에서 되풀이되기 
쉽다. 

@ 각 단면의 現實( reality) 을적절히 復元 내지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단면을要素別로분석하다보면， r 하나로서의 全體」의 相을얻어내기가 어 
렵 다 26) 

長點과 問題點들은 위와 같거니와， 연구수행자가 斷面復元 및 의미있는 構成要素걱포 

착·섣명에 힘을 더 기우려고， 또한 크고 의미있는 變化(들)와 일치되게 단면(될을 設定

하고， 각단면 「以前의」 社會·政治·經濟的要因틀을잘분석해서 해당단면섣명에 

사용하면， 그 문제점들은 極小化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을 사용하려면 실제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時間經過에 따른 變化를 알기 위해서 단면들을 順次的으로 섣정하고 

@ 각 단면에 包含되는 時間 길이， 즉 time span-Clark 에 의하면 이것은단면 

의 두께 ( thickness ) 에 해 당된다껴7) _을 짧게 장는다. 이 시 간길이 가 길면 

단면설정의 意義가 크게 감소된다. 

25) Idem, 1953, “ The Relations of Geography and History," in: G. Taylor (ed.) , 1957, Geography 

in the 20th Centur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pp.644 -645. 

26) Ibid. , pp.645 , 648. 

27)B.J.L. Berry, 1964, “ Approaches to Regional Analysis: A Synthesis," in: F.D. Dohrs and 

other(eds.) , 1969, Introduction to Geography: SeZected Readings, New York: Crowell, 
p.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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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後 단면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數量化한다 28) 

이 시간단면적 방법은 수도로서의 발전과정 (問題 3 )을 탐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런데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長點들을 받아들이고 문제점플은 극소화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크고 뚜렷한 政治體制 변화의 해 〔年〕를 시간단면상의 해로 장았다. 

둘째， 단면에 포함되는 시간， 즉 time span 을 짧게 ( 5 ...... 10 년 정도)장았다. 이 

렇게 하기 위해서 가령 「朝蘇首都 初期J (後述)， r 甲午更張 初期」 등에서 

처럼， 어떤 변화후의 「初期」 에 관심을 두었다. 

셋째， 단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쉽도록 機能， 청間規模等을 數量化하였다. 

넷째， 각단변에 作用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을 살폈다. 

위와 같이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問題點으로 남게 되었다. 

@ 각 단면의 地理的 復元이 古文敵 資料의 未備 및 수집한계성으로 인해 만족한 

상태까지는 가지 못하였다. 

@ 각 단면미-다에서의 用語， 구성요소， 觀點등의 반복을 배제하기가 어려웠다. 

首都의 발전중 政治面의 「發展 指標」 로는 首都 소재 中央政府 및 地方政府( 서울 

市廳)의 機構 數( number of institutions) , 그중에도 구체적으로 엽무를수행해가 

는 課의 數플 태하였다. 그 理由는 앞서 「首都發展論」 에서 논의한 대로 @정치적 구 

초-기구의 分化(또는 構造的 分化)가 기능의 전문화， 이이l 따른 能力 흑은 효율성 증 

대， 良質의 서비스塵出 등을 가져오므로 , 이 分化를 정치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하 

였는데 ( Colman ,Almond ,Powell ,Eisenstadt 등의 持論 ) , 이 所論에 근거 하여 韓國

首都의 政治-行政的 鍵展을 살핍에 있어서는 中央政府 및 首都 自體 地方政府(서울市 

廳)의 구조-기구分化를분석하는것이 合當하며，@이 분석에 있어서는어떤 수준 

의 기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 아니며 그렇다고 너무 細分的도 아니면서 他 機能과 

구별되는 機能을 수행하는가를 알아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령 文敎部， 外務部

등의 「 部」 는 지 나치 게 포괄적 이 고， 또한 가령 文敎部 大學敎育局 大學財政課 鍵算係

의 「係」 는 너무 세분적이어서， r 課」 가 적절한 수준의 기구라고 본데에 있다그리 

하여 課의 數를 살피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機構數를 機能數로 간주할 수 있는가인데，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統合되 어 

있는 기능은， 이를 맏고 있는 기구가 分化-專門化됨에 따라 보다 多數化되고 있으며， 

28) A.R.H. Baker, 1975: Historical Geography and Geographical Change, London: Macmillan 

Edu. , pp.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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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한국의 각 정치 -행정부처에서도 多數의 獨立的 機能은 「분화된 特定機構」

를 바탕으로 해서거나，同 機構內에서 수행되고 있으묘로， 기구 수를 기능수로 간주할경 

우 指標라는 측면에서 보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하나 이렇게 하기로 한것은 최근의 정치지려학의 움직임에서도 그이유를 찾 

을 수 있다. 이 른바 「 新 政治地理學」 주장자들 (Muir , Taylor ,Archer , J ohnston등) 

은 이 학문의 新氣運 造成을 위해서는 「可能한 限의」 數量化를 통해 現象 • 事實들을 

객관적으로 제시 • 비교(시간적， 장소간) 설명하여야 한다고 빈번히 내세우고 있는터 

에 29) 本 빠究에서도 바로 위 「 가능한 한의」 數量化를 행하여 다소간에 새 기운을 넣 

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발전과정 탐구에 쓰인 주요 자료는 朝蘇王朝 實錄(太祖~했祖) 

朝解經國典， 漢京識略， 政府組織變遭史 ( 資料集 ), 서 울通史， 서 울 六百年史， 서 울 都

市計劃、땀華， 地方行政區域 獲展史， 地方行政區域 要覺，서 울 行政區域改編計劃，總務處年

報， 憲法과 政府組織法등 관계 法律， 서 울市廳 機構 • 定員變遭圖擬， 首都에 대 한 政策

文書類， 國際條約文書類， 古新聞， 서 울 古地圖類， 關係統計類이 다. 

現‘地路흉는 주로 文敵， 地圖등에서 얻은 事實들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였고， 指數 산 

출은 서울의 宗主性( primacy) 把握을 위한 f2都市 指數j ( tWQ- city index) ，즉 제 

1 도시의 제 2 도시에 대한 A口倍數， 首都 機能量 증가율， 서울市內 地區別 A口分布

및 인구증감율등을 계산해 내어서 비교해보기 위해 행하였다. 특히 f 2 都市 指數」 方

29) P.J. Taylor, 1977, “ Politica1 G∞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1-1 , pp.130-13 1. 

Idem, 1978, “ Politica1 Geography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 , p.15 3. 

J.C. Archer, 19ßO, “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 p.255. 

Idem, 1982, “ Political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6-2 , pp.231-233. 

R.J. Johnston, 1981, “ British Politica1 Geography since Mackinder: A Critica1 Review," 

in: A.D. Burnett and other( eds.) ,1981 , Political Studies from Spatial Perspectives, Chichester: 

John Wi1ey,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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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은 수도나 제 1 도시의 리더쉽 ( leade rship ) 또는 宗主性 把握에 비교적 잘 씌고 

있는 방식이다 30> 

30) M. Jefferson, 1939 , “ The Law of Primate City ," in: W.A.D. Jackson(ed.) , 1964,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Geograph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172. 

S. Linsky , 1965 , “ Some Generalizations Concerning Primate Cities," Annals of ι4AG， 55-3 , 

p.508. 

H.L. Browning and other, 1961 , “ System of Cities ," in: J.P. Gibbs(ed.) , 1961 , Urban Research 

Methods, New York: Van Nostrand , p.440. 

國內에서 이방법을 이용하여 서울의 宗主性을게산， 분석 또는 논의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 

은것이 있마. 

金仁 1976:‘國土의 都市化와 都市體系 호間構造의 변천;’ 地理學 14 ， 大韓地理學會，
p.44. 

上同者， 1979 ，“新行政首都의 移轉과立地問題，”地理學 20 ， 大韓地理學會， p.56. 

崔基爆 1979 ， “都市規模分布의 地域化過程l’ 地理學蕭 7 慶熙大學校 地理學科， pp.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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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關聯 主要權念들의 檢討

맑究의 基幹形成과 體系化를 위해서 짧究動向， 關聯主劃觀융: 및 理論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순서상 우선 政治地理學內에서의 首都짧究 動向을 살펴 

보고 나서， 本 昭究와 비교적 깊게 관련되 어 있는 主要擺念들을 검토 또는 소개하기 로 

하였다. 

(1) 首郵맑究의 톨h向 

外國의 경우 정치지려학내에서의 수도연구는 비교적 자주 있었다. 1950 年代 以後의 

주요 연구만을 그 特徵을 중섬으로 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Lowenthal ( 1958) 은자메이캐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로構成된 西印

度諸島 聯했 ( 1958--1962 存續 )의 首都選定 過程을 연구하였다 31> 이 연구는 西l

도제도 연방이 그 構成國의 하나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여러 섬중 트리니다드 

섬에 所在한 포오트오브스패인 ( Port-of-Spain) 市를 首都로 채택한 과정을 살핀 것 

이다. 비록 하나의 연방으로 統合되기는 했지만， 서로가 自國쪽의 利益을 우선적으혹고 

려， 그 首都를 서로 自國 땅 안으로 유치하려는 형편에서 연방을 代表하고 主導할 수도 

를 어느 構成國쪽에 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政治的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연방수도 選定의 諸 原理를 검토해가면서 各 地域 및 各界로부터의 與

論과 報告가 담겨있는 당시의 文敵을 분석함으후써， 포오트오브스페인市가 수도로 정 

해진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연구에 쓰인 方法이나·節次는 同 짧究의 性格上 適合한 것 

이었다고 본다. 

Linsky( 1965) 는 首位都市 ( primate city) 에 관한 法則을 탐구해 내 는 연구를 하 

였다 32) 그는 首都가 대체적으후 겸하고 있는 世界 38 個의 首位都市를 자료로 삼아 宗

主性( primacy) 을 測定하여 首位都市에 관한 몇개의 法則을 찾아내었다. 즉 A口觸

密 地域의 크기 및 1Á當 所得과 宗主性間에 는 關係가 없고， 輸出指向 經濟， 農業勞動

力 비율 및 全國A口 急成長과 종주성간에는 관계가 있으며， 해당 국가의 植民地化 歷

史와 종주성간에는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31) D. Lowentha1, 1958, “The West Indies Choose a Capita1," in: R.E. Kasperson and other 

(eds.) , 1969, 1he Structure of Politica1 Geography , Chicago: Aldine, pp .350-366. 

32) A. Linsky, 1965 , Op. cit. , pp.506-513. 

12 



Browning (I 970) 의 首都맑究는 美國 48 개州 首都에 대해서 이들의 歷史的 過程，

시츄에 이 션 ( situation ) 특히 中央的 位置性， 人 口規模， 機能등을 연구한 것 이 다펀) 

이 연구를 통해서 그는 美國 州 首都들이 대체로 首都機能 수행에 알맞는 위치에 자려 

잡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수도위치 선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要因으로 中央的 位置， 전통적인 都市不信 여부， 折東(地域間， 都市間)등을 중요시 

하였다. 

AdejuYigbe ( 1972) 는 行政首都( administrative capital) 의 位置 選定題적을 연 

구하였다 34> 그는 짧存의 여 러 주장에서 @ 最少 總和거리 ( minimum aggregat e di

stance )의 地點 〔즉 中央的 位置)，@ 中核地，@ 通路中心地 등 3 가지 조건이 수도 

위치 선정조건으로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自己自身이 보는 행정수도 위치 

선정 요인을검토·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行政對象은사람들이므로행정수도의 

위치는 人口集中地 또는 中核地 指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 1 차적으로 重

視하고 고려 되어야할 조건 ( 요인 )은 그 수도가 임 지할 곳이 인구집중지 ( 또는중핵지) 

의 안쪽이나 그 근처인가의 여부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우선 人口影響의 중심지 35> 

( CPI center of population influence) 를 찾고나서 , 제 2 차 이하의 諸 要因(조 

건)으로 언한 약간 偏倚된 地點을 행정수도 위치로 최종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 

다. 위와 같은 논리에서 볼 때， 브라질 ( 브라질리 아 ) 이냐 말라위 ( 렬롱웨 )의 新首都

選定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그는 평가하였다. 인구중심지 指向 主張이 전혀 새로운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지향펄요성을 재확인 •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Kearns ( 1973)는 中央 아메라카 所在 英領 온듀라스(現 벨려제 )의 수도이전을 연 

구하였다 36> 여기서 그는 海뿜所在 前 首都 벨리제가 안고 있는 자연환경상의 취약·불 

려점 ( 빈번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수도의 막심한 피해 ), 首都의 과도집중( hyperce

phal isrri>, 이로인한 환경 ·생활 惡化등때문에 수도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政府가 여러 경쟁도시 중 벨모판을 수도로 선정한 決定이 옳은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판단에서 그는 벨모판이 허리케인으로부터의 해방가능성외에 江물 供給可能性， 홍수 

33) C.E. Browning, 1970, “The State Capitals: Meaningful Geographic Analysis vs. Memorization," 

Journal ofGeography, 69-1 , pp.40-44. 

34) O .. Adejuyigbe, 1972 , “ Factors in the Location of Administrative Capitals," 1he Nigerian 

Geographical Journal, 15-2, pp.127-141. 

35) Ibid. , pp.130-132 참죠 . 

36) K.C. Kearns, 1973 , “ Belmopan: Perspective on a New Capital," Geographical Review, 63-2 ,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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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해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한 地形(排水上)， 주위의 높은 農業生塵性， 교통중심성， 좋 

은 기후등의 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이곳이 신 수도로 선정된 일은 타당한 것이 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흔히 거론되는 요인들외에 각국 固有의 구체적 問題

와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는 요인 (조건 )들， 가령 기후요인 같은 것도 크게 작용한다 

는 점을 강하게 알려주었다. 

Gottmann(1 977) 은 首都의 投훤l에 대해서 논의를 폈다 37 ， 여기서 그는 수도의 역 

할은 곧 統治的 活動 ( 政府的 活動 government activity) 이 라고 보았다. 그는 오 

늘날 중앙정부에서의 計劃作成-規制의 必要性 증대와 중앙청부가 제공해야할 서비스범 

위의 확대로인해서， 國家또는중앙정부의 정치-행정 간여의 폭이 날로증대해가고있 

음을 인정하면서， 수도역할을 평가할 때는 @ 統治對象의 實在( enti ties) (영토， 인 

구， 자원분포등의 實相)， @對外關係 망( network )의 實態，@統制· 간섭의 범위 

및 깊이(가령 정세， 예산편성등)를들었다. 그라고중앙정부의 통치활동이 늘어나면， 

이에 관계되는 多樣한 活動들도 首都內에 늘어나게 되는 데， 그중에도 중앙정부의 규제 

활동의 증대 가 首都成長의 기 초로 작용한다고 주장했 다. 이같은 동치 활동외에 수도는 전 

국각처의 사람· 정보· 일꺼리등이 모여 去來하게 하므로 去來交又路( transac tional 

crossroad) 구실까지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또한 도가니 ( melting pot ) 구설까 

지 한다고 주장했 다. 이 같은 思考와 論理는 機能主義的 政治地理學에 서 중시 하고 있는 

觀點을 그대로 반영한 감이 있다. 

Knigh t ( 1977) 는캐나다의 首都移轉을연구하였다 38 ， 그는 19 世紀캐나다 政府가 

文化地域上 二重構造를 지니고 있는 自國의 國家的 統合( integration) 을 위하여 「하 

나의」 政治的 結節地( political nodal- point) , 즉 首都를 선정 • 육성하려고 하 

였지만 地域間 갈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都市間의 媒視때문에 수도移轉이 여러 차례 행 

해진 (킹스턴→먼트라얼→터론토→퀴벡→먼트라얼→퀴벡 ) 過程을 古文敵을 자료로 삼 

아 分析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의 정치적 및 象徵的 機能이 얼마냐 중요하며， 또한 특 

히 傳統과 民族을 달리하는 一國內 두개의 文化地域 住民간의 수도유치 경쟁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깊이 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古文歡을 통한 首都昭究에 았어 

서 하나의 좋은 方道를 제시해 준 力作이라고 생각된다. 

Sanguin (1978) 은 유렵統一을 기대하면서 장차의 統i유렵의 首都 선정에 대해서 

37) J. Gottmann, 1977, “The Role of Capita1 Cities," Ekistics, 264, pp.240-243. 

38) D.B. Knight, 1977,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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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39) 이 연구에서 그는 利害關係를 달려 지니고 있는 유렵 여러나라가공통으 

로받아들일 수 있는首都를선정 ·제시하기 위해서 유럽의 歷史， 文化， 후보도시들의 

지 리 적 位置등을 고려 하였 다. 이 러 한 고려 끝에 @ 轉向的 首都 ( capitale introdu-

te t introduced capital), 즉 기존의 국가적 思考 • 指向에서 벗어냐 새로운 이 미 지 

형성에 有用한 수도，@ 國家의 3 權을 나누어 갖게되는 分擔的 首都( capitale divi-

S 냥e , divided capital) , @ 精神的 支柱구질을 할 수 있으면서도 對外連結性을 지니 

게되는 統細-連結的 首都 ( capitale head-l ink , head• ink capi tal ), @ 전혀 새로 

운 땅에 새수도를 세우는 式의 新作首都( Lake Europa 같은 新市) 方法중 .어느 하 

나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향적 수도 방식이나 통어 -

연결적 수도 방식을 택하는 것이 통일유럽에 이로울 것으로 보고， 전향적 수도 로는 룩 

셈부르그플， 동어 -연결적 수도로는 엑스라샤펠 (Aix - la - Chapelle; 現 아헨〕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해관계가 상치되고 있는 구성단위들의 共同의 首都를선정할 때 

는 후보도시의 政治史와 中立的 및 中央的 位置性이 깊이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유럽 諸國의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이라한 接近方法은 그 실현성은 잠시 놔 

두고라도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Nwafor (1 980) 는나이지리아(연방)의 수도이전(중앙적 위치로) 결정에대해서 

연구하였다 40) 이 연구의 性格， 현섣적 問題에 대한 맑究接近方式등은 앞의 Kearns의 

연구와비슷하다. 다만 英領 온듀라스(벨리제 )의 벨모판이 태풍피해로부터의 해방을 

제 1 의 텀標로 하여 선정된 데 대해서， 나이지려아의 연방 新 首都區域( new f ederal 

territory ; 수도 명 청 은 未定 ) 은 다수 種族을 하나로 묶어 國家 - 園民的 統合을 실현 

하는 것을 제 1 의 목표로 삼아 선정된 것이 다를 뿐이 다. 이 연구는 Kearns 의 벨모판 

선정 연구와함께 중앙적 위치로의 수도이전-목표와 이유는서로다르지만-연구에 관 

한 한 최근의 중요 연구라고 생각된다. 

Fifer (1981) 는 美國 首都 워싱턴 D.C. 에 대한 政治地理學的 연구를 내놓았다 41> 

여기서 그는 이 도시가 복잡한 정치지리적 特性을 지니고 있음을 깊이있게 살폈다. 18 

세기 말 이래 워싱턴市의 首都地位 衝흉및 首都性格 形成의 과정을 南北 地域間 갈등， 

聯知制度， 市域購張， 주민의 投票權등을 중심으로 하여 歷史的으로 分析 • 記述하고， 여 

39) A.L. Sanguin, 1978 , “ Une Capitale pour Leurope?: Essai Prospectif en Géographie Politique," 

Lespace Géographique, 4, pp.281-290. 

40) J.c. Nwafor, 1980, “ The Relocation of Nigeria’s Federal Capital: A Device for Greater Teri

torial Integration and National Unity ," GeoJoumal, 4-4, pp .359-366. 

41) J.V. Fifer, 1981 , “ Washington D.C.: The Political Geography of a Federal Capital," American 

Studies, 15-Lp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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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워싱턴市가 오늘날 지니고 있는 中立地 首都 性格， Á口가 감소하며 黑A이 多數

인 首都， 1960 年代와 1970 年代 후반에 들어와서야 얻어낸 市民의 正 • 副統領 선거권 

과 國會議員 선거권， 이를 계기로 얻은 市民의 制限的 自決權등 政治的으로나 地理的으 

로 복장한 首都 워싱턴 D.C. 의 「특성」을 찾아내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해당 수도 

의 政治史的 寶展過程을 살펴 봄으로써 그 수도의 政治地理的 構造냐 性格을 把握해 낼 

수 있다는 시사를 던져준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Zimm (198 1)의 東獨 首都 베르린 및 그 周圍地方 맑究 42) 와 Rinnner 및 Dr-

와ækis- Smith 兩A 共同(1982)의 東南亞 諸國의 首都經營 實態 比較 맑究 43) 도 

살펴보았지만， 두 연구 모두 「首都j字는 붙었으나， 前者는 사실상 베르련의 都市地理的

特性을 주로 겸토 • 분석한 것이고， 後者는 아세안 (ASEAN) 구성 5 國 각각의 經濟

資本의 형태 및 집행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서버스 제공을 중심으로 首都經營 상태 

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난에서는 이정도에서 그치고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피하기로 하였다. 

政治地理學쪽은 아니 지만 한국수도 서울을 對象으로 삼은 연구로는 Griffin (1962) 

의 聚落을중섬으로한서울의 歷史地理的昭究44) 와， 李f종錫(1 977) 의 서울의 社會地

理學的맑究 45> 가있다. Griffin 의 연구는先史時代，....，. 1950 年代서움의 家屋및 聚落

의 構造와패턴을歷史地理的으로다룬것이다. 이 연구에서 그는過去로부터 현재(당 

시 기준)까지를 살펴기 위해서 몇개의 時期를 설정하고， 各 時期를 살펴는 式의 方法을 

태하였다. 위와 같은 式의 「期間的 方法j을 이용한 Griffin 의 연구는 前後 變化를 구 

체적으로 찾아내어 比較하는 데는 不足한 감이 았다. 그렇지만 地理學의 한 專門分野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서울을 고찰한昭究論文으로는 아마도 이것이 최초라고 생각된다. 

李휩錫의 연구는 주로 A口， 住民의 역할， 都市社會 構造등의 J厭念을 參照準據로 삼 

아서울을分析한것이다. 이 역시 한전문분야의 입장에서 연구한것이기는하지만，本 

짧究와는 분석대 상과 方法에 있어 서 크게 다르다. 

42) A. Zimm, 1981 , “ Zur Dynamik der Territorialstruktur der DDR-Hauptstadt Ber1in und 

ihres Umlandes," Petermanns Geographische Miteilugen, 3, pp.157-165. 

43) P.J. Rimmer et a1, 1981 , “ La Gestion des Capita1es de ~asie du Sud-est depuis les Années 

1960 ," Éespace G~ographique， 4, pp.259-268. 

44) R.W. Griffin, 1962, Seou1: A Study of the Sequence of Set t1ement of an Orienta1 Urban 

Re명on， M.A. Thesis, Univ. of Ca1ifomia, L.A. 

45) K.S. Lee, 1979 , A Social Geography of Greater Seoul: Process and Patterns of Metroplitan 

Expansion, Seou1: Pochin-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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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國內에서 이루어진 首都에 대한 政治地理學的 船究는 아주 드물었다. 石成돕 

(1 973 , 1979) 은 2 회 에 걸 쳐 首都機能 맑究46)를 내놓았는 데， 첫번 째 것에서는 統合，

連結등의 首都機能과， 수도의 位置 • 移轉에 관한 觀念 • 理論들을 집 중적 으로 논의 • 소 

개하면서， 末尾에 하나의 事例로서 서울의 「首都로서의 統合機能l 을 간략히 다루었다. 

그는 여기서 서울이 韓半島 中央에 位置하고， 交通의 要地이며， 歷史的 傳統을 지녀온 

가운데 統細-連結의 中心的 機能을 수행해 왔으니까 앞으j료도 계속 수도로 남아 國家

統合의 일을 맡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면서도 서울， 平樓 두 都市의 現實的인 首

都 이미지 ( image)때문에 南北統-을 성취하기 위한 首都로는 서울이 不適合하니， 統

一을 성취하기 위한 首都는 休戰線上에 위치해야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두번 째 것은 

政治學徒의 임 장에 서 수도의 政治發展的 기 능을 다룬 것 이 다. 이것은 첫번 째 것보다 政

治學이 라는 보다 넓 은 立場에 서 首都機能을 다룬 것 이 다. 여 기 서 그는 政治發展과 國家

統合， 首都의 國家統合 機能， 국가통합과 관련된 首都의 類型등헤 관한 주요 擺念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나중에 하나의 例로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首都의 역할을 다 

루었다. 이처럼 그의 두 연구는 모두 政治發展 또는 國家統合을 위한 수도의 기능을 논 

의하는 데 主 텀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칠 만큼， 서울自體에 대한 分析은 깊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首都類型을 主題로 한 筆者(1976)의 연구47) 에서는 起源， 歷史的 過程， 擬能，Á.口，

文化， 位훨.， 政府體制( governmenta1 system)등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 서울의 首

都類型이 변별되었다. 政治地理學的 觀點과 擺念들을 기초로 하여 韓國首都의 類型을 

판단해 보고자 한 試圖的 性格을 지닌 연구였다. 

憐接學問쪽에서의 연구로는 李며薰 (1 938)의 朝離首都 問題 昭究 48) 가， 비록 1950 

년대 以前것이기는 하지만 注텀할 만하다. 이 연구는 초선 초기에 일어난 漢陽選都， 松

京으혹의 選都， 다시 한양으후의 수도이전을 歷史的 事件들과 관련해서 주로 朝蘇王朝

實鍵을 자료로 삼아 塵史學的으로 다룬 것인데， 특히 風水地理說이나 王子間의 갈등， þg 

事頻聽등과 관련지어서 定都나 遭都(수도이전)를 다룬 점이 주목된다. 아쉬운 것은 여 

러 인접학문의 擺念이나 理論과의 연계가 극히 적은 가운데 分析이 이루어진 점이다. 

46 ) 石成톰， 1973 , 首都의 統合機能에 관한 맑究 ; 주로 政治地理學的 뼈，U面에서， 體南大學校 大

學院.

上同者， 1979, 首都의 政治發展的 機能에 관한 없究， 鎭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7 ) 任德淳 1976 ，'‘서울의 首都類型 맑究 r’멸초로곧 12-1 ， 부산교육대학， PP.61-74. 

48 ) 李因覆， 1938，'‘李朝初期의 建都問題"震樓學報 9 ， 震團學會， pp.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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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것으로 역사학 쪽에 金龍園(1 957 )의 서울의 首都被選짧究 49)，行政學 쪽에 韓

훤澤(1978) 의 新 行政首都 開寶흙究，%) 都市地理學쪽에 金仁 (1979) 의 新 行政首都

移轉에 관한 연구 5 1> 등이 있다. 金龍國의 연구는 觀顆， 構成， 資料등에 있어서 뱀 李

며薰의 연구와 大同小異하다. 韓헐澤의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 신 행정수도 개발의 必要

性과 그에 관한 政策的 課題를 다룬 것이고， 金仁의 것은 首都 서울의 宗主性 過大와 그 

에 따른 신 행정수도 건설 필요， 인구억제등을 고려하면서 首都立地를 다룬 것이다. 

이 상의 諸 짧究중 특히 Browning 의 美國 諸州 首都 짧究와 AdejUYigbe 의 行政首

都位置선정연구는 「本맑究에 關聯되는주요개념들j 난에 인용된 著書·論文들과 함 

께 本 昭究의 觀點과 內容(擺念， 關係등)構成 또는 진술에 적지 않은 시사를 주었고， 

Knight 의 캐냐다首都移轉연구， Gottrnann 의 首都投害u 論議， Fifer 의 워싱턴 D.C. 

연구， 李因壽의 조선수도 문제 연구등은 本 맑究의 方法設定 • 採用에 시사를 주었다. 

(2) 本 맑究에 R빼빼되는 主要擬念둘 

여기서는本짧究와직접 관련되어 있는몇개의 擺念(이론포함)만을골라 논의하 

기로하였다. 이들은本昭究를設計하고內容을構成함에 있어서 직접간접으로 이바지 

하였음은 물론 내용진술에 있어서도 크게 示浚을 주었다. 

1 ) 首都와 그機能 

수도는 한 나라의 最高 統治機關이 所在하는 都市이 다. 다시 빼 서 해 당 국가의 

최 고 政治的 權威가 죠패 한 가운데 全 國士 • 國民을 統治하는 都市이 다. 그리 하여 首都

에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官짧， 中央政府 各部處， 國會， 最高法院， 이들과 직접간접으로 

관계맺고 있는 文化， 藝術， 社會， 經濟 諸 團體의 本部， 外國 代表部등이 소재하고 있 

다. 

특히 각 부처， 최고법원， 각 단체본부로부터 전국 각지의 次下級 機關에 中央의 決定

• 指示가 送出되고， 그 초치결과가 集結되며， 이런 일들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交通

通信網이 각지로 뻗히고 維持되며， 한편 外國으후부터 情報가 들어와모이는등의 일이 

49) 金龍國 1957，'‘서울尊都의 動機와 顧末3’쩔主선흐 1 ， 서울特別市史編幕委員會， pp.5(}-

99. 

50) 韓桓澤， 1978，“新 行政首都 開發의 背景과 課題" 延뼈f政論難，5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pp.237-290. 
51 ) 金仁 1979，“ 新 行政首都의 移轉과 立地問題2’ 뾰理뿔， 20 ， 大韓地理學會，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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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는 統治의 都市가 될 뿐만 아니라， 國家의 神經中樞

가 되 기도 한다. 그라 고 또한 수도는 國家의 政治哲學的， 理念的 核心地이 며 國家的 象

徵體制 ( nationa 1 i conography ) 의 中心地로서 국민의 感情과 忠誠 ( loyalty) 이 집 

결되거나 집결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52) 

이러한 수도는 따라서 그 機能이 다른 도시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포괄적으로 말해서 

수도는 해당국가의 통치， 즉 經濟-社會-政治的 生命을 지배하는 일을 그의 基觸機

能으로 삼고있다 53) 이 점이 다른 도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통치기능은 다시 

나뉘 어 統衛l機能 (head function) ，結東機能 (keystone function ), 連結機能 ( li파 

function) 邊境統制機能 (f rontier- organizer function) 으후 4 分된 다 54) 이 들 

기능은 모두 國家經營上 수도가 지녀야할 不可缺의 것들이다. 

동어기능이란 마치 人體에 있어서 頭腦 (head 또는 Koft und Gehi rn )가 그의 통 

제 · 조정기능을 통해서 全身을 관장 • 주도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士라는몸체 

의 두뇌에 해당하는 首都가 全國음 조직적으로 관장 • 통제하면서 르는導해가는 일을 말한 

다 55) 이 기능은 수도의 여러 기능중에도 가장 基本的이다. 그러나 이 繼能의 程度는 

해 당국가의 政府體制가 單-體制 ( unitary system) 냐， 聯행體制 (f ederal system) 

냐에 따라 다르고， 또 단일체제 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中央集權的이냐 아니면 상당한 정 

도로 地方分權的이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동어 기능 정도를 알아내는 데는 憲法分析

이 가장 효과적 이 라고 본다56> 

52) R. Muir, 1975 , Op. cit. , p.33. 

E.F. Bergman, 1975 , Modem Po/i tica/ Geography, Dubugue: WM. C. Brown, pp.183-184. 

G.S. Fielding, 1974 , Geography as Socia/ Science,New York: Harper and Row, p.239. 

任德淳， 1982~首都서울의 結束機能"論文集(Á文 ·社會2 ， 24 , 忠北大學校， p.183. 

53) G.S. Fielding, 1974 , Op. cit. , p.270. 

R. Abler and others, 1971 , Spatia/ Organization: πe Geographe얘 View o[ the World, Engle

wood Cliffs: Prentice Hall, p.203. 

54) O.H.K. Spate , 1942 , “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in: W.A.D. Jackson 

(ed.) , 1964,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Readings on the NIαure o[ Political 

Geof{raphy ,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1 71. 

任德淳， 1976 , 前根論文， p.68. 

55) O. Maull, 1956 ,Politische Geographie, Berlin: Safari, p.106. 

56) 任德淳， 1976 , 前提論文， p.69. 

19 



결속기능이란 수도가 그 수도내에 형성된 園民-國家的 象徵體制를 매개로 하여，國內 

大多數 住民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國民임을 인식케 하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결속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를 공고하게 다지는 일을 말한다. 즉 수도가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 바에 근거해서 생긴 건전한 國家理念이 그 나 

라의 政治中心地 首都에서 잘 짜여지고， 이것이 교통 • 통신을 통해 전국에 고르게 전파 

• 확산됨으로써 대다수의 國民은 首都(國家政治 • 理念의 中心地)를 중심으로 삼아統合 

(integration )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首都內에 세워진 장중하고도 오래된 中央政

府 廳舍나 王宮도， 이들을 바라보는 國民의 視覺과 여기서 생기는 國家認識이나 국먼적 

自쯤心을통하여 국가에의 所屬感을심어줄수있다 57> 이처럼 국가이념과기타 상징들 

이 어울려 이루어진 국가-국먼적 상징체제 (아이코노그라피)를 自市內에 지니고 있는 

수도가 領士內의 주민들을 「國民j 으로 결속시켜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連結機能이 란 수도가 국가의 존속 • 발전을 위해 서 外國으로부터 情報를 수집 하고 生

氣(vi tal ity) 를 받아들이며， 또한 외국과의 連結( link) 도 유지하는 일을 말한다. 

기능을 감안하여 政治地理學에서는 수도를 외국으로부터의 정보나 影響의 華集處( rec e-

iving ch따nber)로 보고 있다 58> 

邊境統制機能이란 수도가 변경지방에 존재할 수 있는 遠心的 要因( cen trifugal f ac-

tor)들을 제거하고， 또한 國樓衝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변경지방을안 

전하게 유지하는 일을 말한다. 변경지대는 住民들이 國境 너머의 정치 • 문화·경제체제 

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곳이며 心理的으로도 憐接國 指向을 띨 수 있는 곳이기때 

문에， 中央政府와 首都는 이 곳 주민들을 「 안쪽으로」 끌어들이 는 일 ( ingress)을 잘 수 

행해야 한다팬’ 

이상과 같은 통치기능은 Gottmarm 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래에 날로늘어가는 

추세에 있거니와，60) 각국의 통치기능을 구체적으로 평가 • 분석하려면 해당국가의 實在

( 영토1 인구， 자원등)，對外關係 형편， 통제 -간여의 구체적 범위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 J. Gottmann, 1952, “The Politica1 Partitioning of Our Wor1d: An Attempt at Analysis," 

in: W.A.D. Jackson(ed.) , 1964, Op. cit. , p.83. 

R. Muir and other, 1981 ,Po1itics, Geography, and Behavior, London: Methuen , p.41. 

58) O.H.K. Spate, 1942, Op. cit. , p.168. 

石成룸， 1973, 前揚論文， p.9. 

59) O.H.K. Spate, 1942, Op. cit. , pp.166 , 171. 

60) J. Gottmann, 1977, Op. cit. ,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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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對 全國的인 일외에 다른 한편으로 수도는 自體 市域內에 사는 多數의 주 

민들을 위해서 地方的 次元의 行政活動도 펴야한다. 이 활동(機能)은 首都市廳(서울의 

경우 서울市廳)이 맡게 되는 데， 이 기능의 영향은 自體 市域內에만 미친다. 따라서 統

治가 수도의 基盤活動(機能) 61) (basic activity) 인 데 대해서， 자체 시역만을 위한 

地方行政은 수도의 非基盤活動 (non - basic activi ty) 이 되는 것이다 (그림 1 ). 

--f 統治機能(基盤活動)

----+ 地方行政機能(非기반활돔) 

그림 1. 홉都의 機能과 그 기능의 空間的 限界

기반활동이 先導的이고 非기반활동이 從行的인 關係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활동이 수 

행되어가는 가운데 수도의 全體的 政治(統治 및 地方行政) 機能은 유지되거나 발전되 

어 간다고할수 있다. 

61) R. Ablerand others, 1971 ,Op. cit. ,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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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首都의 類型

다른 類型分類와 마찬가지로 首都類型 分類도 基準이나 觀點에 따라 여러가지로 이루 

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맑究나 주장을 보면 대개 位置， 機能， 歷史， 單複數 여부， 政

府體制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였다 62) 

位置를 기준으로 삼아 수도가 國土의 中央에 있으면 中央的 首都 (central capital) 

라 하고 邊方내 지 周邊에 있으면 周邊的 首都 ( peripher려 capital ) 라고 하는 데， 中

央的 수도는 全 領士의 관리 • 유지와 관계가 깊고， 주변적 수도는 邊方의 防驚나 國境

前進과 관계가 있다 63) 機能을 기준으혹 하면 예루살랭처럼 국민결속력이 아주 높은 結

束的 首都 (keystone capital) 와， 明治維新 이후 외국진출의 前位地 구설을 한 東京

과 같은 前位的 首都 (forward capi tal ), 國家 統細力이 유난히 강한 이 른바 統細的

首都 (head capi tal) , 그라고 외국으로부터의 정 보수집을 主 目的으로 하는 連結的 首

都 (li따 capital) 로 나될 수 있다 64) 이 외 에 De Bl iz 가 처 음 제 시 하고 Sanguin 과 

Dikshit 가 이를 同意 • 利用한 65) 國家全體의 새로운 意志냐 剛新을 새로운 데에서 實

現해가려고 옮겨간， 가령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와 같은 轉向的首都( introduced 

capital)와， 首都의 기능을 2"""3 개의 도시에 분담시켜 수도 獨되에서 오는 地域間

不滿을 해소해서 전국의 社會的 統合을 이루어가려는 의도로 채태하는， 가령 南아프라 

카의 프라토리아(行政首都)， 케이프타운(立法首都)， 블룸폰테인(司法首都)과 같은 分

擔的 首都 (divided capi tal )도 기능적 분류에 해당된다. 

어떤 수도가 어느 類型에 해당되는가는 그 수도가 위 기능중 어느 기능을 보다 더 강 

하게 수행하는가 (또는수행하려는7})에 달렸다. 이들유형은 2 차세계대전후수돼 

기능이 각별히 重視되면서 주목을 받고있다. 

62) 任德淳， 1976 , 前揚論文， PP.64-65 참조. 

63) D. Whitt1esey , 1939 , The Earth and the State: A Study o[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Henry Ho1t, p.58. 

R.E. Kasperson and other, 1969, “ Introduction," in: R.E. Kasperson and other(eds.) , 1969, 

The Structure o[ Political Geography, Chicago: Aldine, p.74. 

64) O.H.K. Spate, 1942, Op. cit., pp.166-17 1. 

65) H.J. de Bliz , 1967 , Systematic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John Wi1ey , pp .410-4 11. 

A.L. Sanguin, 1978, Op. cit. , pp.285-287. 

R.D. Dikshit, 1982 , Political Geography: A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Delhi: Tata 

McGraw-Hi11,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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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특히 植民史)를 기준으로 삼아， 아주 긴 首都期間을 지닌 歷史的 首都(histor -

i c capi tal ), 歷史的 首都와 植民地 首都(colonial capi tal ) 사이의 中間的인 士著

的 首都(na ti ve ca pi tal :예， 나이지리아의 카노) , 植民帝國의 植民地 統治必、要上 선 

정된 植民地 首都(예， 아크라， 라고스等) , 그리고 식민지로부터 獨立後에 새로정해졌 

거나 移轉된 後植民地 首都( post -colonial capi tal 예， 이슬라마바드) 로 4 分할 수 

있다 66) 單複數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럼 단지 하나뿐인수도를 

갖고 있는 경우의 單數首都 (simple capital )와 ~國內 두개이상의 도시가共同으로 

수도지위를 지니고 있는 경우의 共同首都(joint capital)로 나쥔다 67) 전술한 南아 

프라카 공화국의 3 共同首都가 後者의 대표적인 예이다. 

政府體뿜Ij괄 기 준으호 하면， 單一首都 ( unitary capi tal) 와 聯행首都(federal ca

p i tal) 로 兩分할 수 있다. 연방제도블 채택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 즉 單一國(un

itary state) 의 수도가 곧 단일수도이고， 체제 상 연방제도를 택 한 냐라의 수도가 연 

방수도이다. 國內統治에 있어서 대체로 단일수도가 연방수도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2 

차 세계대전후 西獨이 聯됐國이 되고 그 수도 본이 연방수도가 된 것은 연합국，그중 특 

히 西獨의 再魔眼을 가장 크게 우려 한 소련과 프랑스가 「 西獨 聯했1tJ 를 강력 히 추진 

한결과였다. 그외에 Whittlesey가제시한바와같이， 階層上國都(보통말하는 首

都， national capital) 와 下位首都(subcapital) 로도 類型化할 수 있다 68) 下位首都

는 國都보다 한 次元 낮은 政治 • 行政都市를 말한다. 가령 美國의 州都， 한국의 道都

(道廳所在地)가 그 예이다. 

이 상의 각종 수도유형 은 모두 해 당국가의 自 然的， Á文 - 社會的 構造에 적 응하여 自

國의 國家텀標(國士保全과 國民生活 向上)를 효과적으로 達成해 보려는 政策的 意志에 

서 냐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중에는 歷史的 慣性 (historic inertia) 때문에 

過去의 首都類型을 그대로 지녀오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首都選定 要因

수도는 전솔한 바와 같이 그 機能이 일차적으로는 統治的이고， 그 영 향 또한 全國的

이어야 하므로， 統治쳐率面에서 보나 地域感情 발생을 방지한다는등의 면에서 보아， 그 

위치가 첫 首都 위치든 移轉될 수도위치든 간에 신중히 정해져야 한다. 휴히 새 장소로 

66) R.E. Kasperson and other, 1969 , Op. cit. , p.75. 

67 ) 任德淳， 1973 , 政治地理學 原論， 서울 : 一志社 pp.252-256. 

上同者， 1976 , 前揚論文， p,65, 

68) D. Whitttesey , 1939 , Op. cit. , p.587. 

23 



의 수도이전은 그 自體가 흔히 커다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心理的 意、味를 지니게 

되므로， 이들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 위치는 더욱 신중하게 정해져야 한다. 그러 

하려면 여러가지 要因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그중에도 다음에 언급하는 요인 

들 69> 이 깊이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다. 

우선 傳統的 要因 (traditional factor) 을 들 수 있다. 어떤 한 장소의 이미지( im

age) 가 오랜 시간이 지냐는 가운데 國民 大多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刻印( impr

int) 됨에 따라， 그 장소가 後에 수도로 정해졌다면， 이 경우는 그 장소의 역사적 전 

통이 그곳으로 하여금 首都가 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테네， 로마， 파리， 런던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歷史的 體題要因 (factor of historical imi tation )도 있다. 과거에 수도였던 곳 

이 다시 수도로 정해지는 경우， 이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즉 옛 首都地位가그도 

시로 하여금 수도자격을 재부여받도록 한 것이다. 이의 代表的 例는 모스크바와 뉴우델 

리이다. 

多數民族 要因 (dominant nation factor) 도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民族

構造중 最多數를 차지하는 민족이 자리장고 있는 地域의 中心地에 수도를 두게 되는 것 

이 바로 그것이다. 베오그라드나 모스크바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統細-連結 要因 (head-link factor) 도 있다. 수도가 전국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領士의 中央쪽으로 指向하였거나， 반대로 外國으로부터의 情報 • 生氣를 쉽게 얻기 위해 

서 對外 連結에 有利한 주변 쪽으로 지향하였다면， 前者의 경우 통어요인이 작용한 것 

이고， 後者의 경우는 연결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연결요인이 작용한 예로는 러시 

아 時代의 페테르브르그(현 레닌그라드)와 아프라카 西뿔의 아비잔， 아크라， 라고스등 

의 植民地 首都를 들 수 있다. 

外部로의 영토팽창을 意圖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의도하고 있는 쪽으로 수도를 移轉했 

거나， 아니면 적극적 방어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外홉이 우려되고 있는 쪽으로 일부러 

首都를 옮기거나， 開發據定 地域 쪽으로 옮겼다면 이들 경우에는 前位的 首都 要因 Cfor

ward capital factor) 이 작용한 것으후 본다. 이슬라마바드， 브라질려아，과거의 베 

르련， 과거의 南京이 이의 실례이다. 

政治的 折表 要因 (political compromise factor)도 고려 대 상이 된 다. 특히 國內

여러 地域間에 수도유치 경쟁이 심한 경우， 또는 國內의 相異한 民族간에 對立이 있는 

69) R. Muir, 1975 , Op. cit. , pp.31-34. 

J.C. Nwafor, 1980, Op. cit. , p.361. 

K.C. Keams, 1973, Op. cit. , pp.148 , 151-152. 

R.D. Dikshit, 1982, Op. cit.,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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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도는 地域間 또는 民族間에 中立을 유지할만 한 곳으j료 정해지는 것이 좋다. 

예로는 오타와， 켄버 라， 워싱턴 D.C.(美國이 서부로 영토를 넓히기 前) 가 대표적이다. 

他 要因들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면 수도는 통치효율화를 위해서 높은 接近性( acces

sibility )을 지닌 中央的 位置 (cential location) 를 취하는 것이 理想的이다.이 중 

앙적 위치 요인이 작용한 예로는 마드라드와 파리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요인( economic factor) 도 있다. 가령 경제적 활동의 集中이 어느 한 곳에 

만이루어져 다른지방이 相對的으로落後되어 있을때， 이 낙후지역 일대의 경제적成 

長을 촉진하여 國內 地域間 不혈衝을 해소하려고 수도위치를 새로이 선정해서 옮기는경 

우가 이에 해당된다. 실례로는 海뿔地域의 경제집중 해소를 위해서 칠레와 브라질 정부 

가 각각 선택한 산티아고와 브라질리아를 들 수 있다. 

華命이 나 國號 改名 後 必機一轉을 이 룩하고 政治權力을 보다 效果的으로 사용할 것 

을 염두해 둔 가운데 돼Ij新을 추구해 가려고 수도를 이전하는 例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俠意의 政빼인 要因 (political factor) 도 작용하는 경 우가 있다. 소련의 볼세 비 키 혁 

명정권 (1917)의 모스크바 選擇이나 明의 南京 선태이 그 예이다. 이런 식으로 수도지 

위를 부여받은 새로운 수도를 전솔한 바처럼 轉向的 首都라고 한다. 

首都施設의 배치는수도 터 (數地)의 適切性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 터，즉 사이트 

( si te) 의 內部構造 적절성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사이트는 그 擺念이 本 論文上에 자 

주 나오게 되므로 바로 다음에 별도로 논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다른 요인， 소위 「기타요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데， 가령 英領 온듀라스의 

수도이전 例에서와 같은 氣候-氣象的 要因이나 수도 주위지방의 生塵性 要因등이 그것 

이다. 거타 요인들은 전술한 바 비교적 일반적이라할 수 있는 요인들과는 달리 해당국 

가의 獨特하고도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꽤나 특수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유의할 것은 이같은 기타 요인들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선정 • 이전에 

있어서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70) 

이상의 여러 要因중 어느 하나나 또는 여러개의 複合이 특정 국가의 首都選定이나 首

都移轉에 作用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4) 사이트와 시츄에이션 

사이트 (si te) 와 시츄에이션 ( situation) 은 주택이나 I揚으로부터 都市( 首都포함) 

에 이르기까지 그立地를결정하는데 있어서 깊이 고려하여야할중요한要因들이다. 

70) J .C. Nwafor, 1980 , Op. cit. , p.3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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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사이트란 하냐의 聚落이 발생하는 장소를 말하는 데， 그것은 性格上 總

對的이고 局地的이다 71> 어느 한 도시가 現 場所에서 靈生한 것을 究明하려면 「그 발 

생당λU 의 사이트를 分析해야한다.찌 그런데 都市 사이트의 종류로는 合流點， 映各，河

감出口， 河曲部， 江邊， ~훌河願， 爆布線， 湖河交點， 山과 平野의 接觸點， 地映， 回願，岩

地露頭， 外港등이 있다.염) 

시츄에이션이란 他 地域과의 관계 내지 交通에서 본 어느 한 장소의 位置로， 해당 장 

소의 成長·發展에 至大한 영향을 끼친다. 시츄에이션을 살펴는 데 있어서는 그장소가 

지년 結節性 (noda1ity) 과 對外 連結性 (external connecti on) 에 주목하는 것이 좋 

다 74> 사이트가 絡對的이라면 시츄에이션은 關係的이고 相對的이다. 現代빼 교통수단 

이 발달되 지 못한 時代에 는 주로 自然的 結節點 (natur a1 nodal-point) 이 냐 서로 다 

른 운송수단의 접 합점 에서 높은 結節性과 對外 連結性을 찾을 수 있었다. 首都는 全 國

土 및 國民에 대한 統治上， 특별한 다른 理由가 없다면， 결절성이나 대외 연결성이 높 

은 장소에 자라 잡아야 理想的이 다 75> 

5) 철間 再組織

캘間 再組織( s patial reorganization) 이 란 어떤 地域이 時컬連續속에서 일 어 나는 

각종 變化에 그의 공간적 構造와 기존 社會的， 경제적， 정치적 活動의 特徵틀을 適應

시켜가는 過程을 말한다 76> 따라서 이 과정을 살펴려면 해당 공간으로 向해 오는 각종 變

化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들 변화가 기존의 호間的 構造나 그 공간위에서 이루어자는 活

動에 어떠한 영향이나 변화를 주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일은 어떤 

地域의 성장 • 발전을 살펴고 장래를 전망하는 데 有用하다. 이와 유사하지만 相異한 擺

念， 속 컬間組織 ( spatial organization ) 이 라는 것도 기 존 공간적 구조를 보다 좋은 

71) O.S. Rugg, 1972, SpatÜll Foundations of Urbanism , Oubuque: WM. C. Brown, p.85. 

R.S. Thoman and other, 1974 , 11ze Geography of Economic Activity, New York: McGraw-

Hi1l, pp.127-128 , 401. 

72) O.S. Rugg, 1972, Op. cit. , p.85. 

73) Ibid. , p.86. 

74) lbid. , p.81. 

75) R. Muir, 1975 , Op. cit. , p.34. 

C.E. Browning, 1970, Op. cit. , pp.4041. 

76) O.G. Janel1e, 1969, “ Spatial Reorganization: A Model and Concept," Annals of AAG, 59-2 ,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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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미 가끔 공간 재초직과 구조로 바꾸어가는 과정 77) 이라고 규정되고 있드므로， 

再組織은 Janel1 e 에 의 하면 철間 로 쓰이지만 엄밀히 보면 兩者는 서로 다른 것이다. 
짜여질 경우에 쓰이는 用語이다 78) 공간 재조 주로 交通要因때 문에 기 존 구조가 다시 

직은 공간조직에 포함되는 일종의 下位 擺念이라고 볼 수 있다. 

컬間 再組織 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우선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또는 지니게 될) 
uti1ity)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位置섰用이란 어떤 장소가 지 {立塵겠用 ( locational 

이는固定不變이 아니라， 바로그장소로가는데 드는時間-費 

用이 적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79) (그림 2 ). 

니고 있는 價f直로서， 

•
----l 

位
置
혔
 用

-時間·費用
그림 2.位置혔用과 時間 • 費用 간의 關係

(0. G. Janelle J 

77) J. Kostrowicki, 1975 , “ A Key Concept: Spat뻐1 Organiz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7-2, p.340. 

78) D.G. Janel1e, 1969, Op. cit. , pp .348-349. 

79) Ibid. ,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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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간-비용은 交通이 편려해짐에 따라 줄어들으므로， 결국 위치효용은 교통 

의 발달로 인하여 높아지는 것이 된다.위치효용이 높아지면， 가령 지금까지 영위되어 오 

던 밭농사 중심의 士地利用은 그 효용상승에 맞추어 運送(또는 接近性) 指向的인 利

用으로 바뀌 어， 士地利用 패 턴 (pattern ) 自體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80) 다시 말해서 

한 지역의 홍間 再組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시스댐的 觀點에서는 둘러싸고 있는 

全 環境( t때 envi ronmen t )중 어느 하냐의 변화가 시스댐(공간이든 機構이든)의 內

部構造를 어떻게 再編시키느냐에 주목한다면， 공간 재조직의 관점에서는 交通要因을 주 

로 보고， 이것이 해당지역의 接近性 向上을 통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再編시키느벼11 주 

목한다. 

6) 行政區域과 그改編 

領士階層上 行政區域 (administrative district) 은 地方的 領士 (local territory) 

라고할수있다. 해당地方政府의 영토가곧행정구역이라는말이다. 領士는중앙정부 

것이든 지방정부 것이든간에 해당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政府 當局의 政策決定，公

共財貨 (public goods) 및 價順(理念)의 分配， 기 타 政治過程등온 어느 하나라도 청 

間的 훌훌홍(、spatial vacum)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아주 구체적인 實在的 횡間內 

에서나 이와 관련해서 짜여지고， 그 공간에 適應하고 또한 그로부터 制約을 받게 되는 

것이 다 81) 

따라서 政府(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와 政府業務 또는 政治는 모두 그의 領士와， 영 

토의 地理的 構造가 크게 고려되는 가운데 짜여져야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영토는 해 

당 정치 -행정체제의 졸間的 바탕이요， 이 바탕위에서 정치 -행정체제는 作動하고， 그 

안에서 정치 -행정 과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政治地理學者들은 각종의 영토를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도 서울市 

域을 首都廳의 地方的 領士(행정구역)로 보고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행정구역이란 實務 次元에서 볼 때는 해당 구역에 대한 行政덤的이 잘 달성되도록 區

劃해놓은 地域을 말한다. 즉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아울러 해 

당 지방행정 當局의 행정능률도 올라는 데 목적을 두고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행정구역 

80) M.G. Bradford and other, 1977, Human Geography: Theories and Applications, Oxfont 

Oxford Univ. Press, p.l03. 

81) R. Muir and other, 1981, Op. cit.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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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分類上 敎育區， 載判管轉區， 用水區와 같은 특수목적을 띤 이른바 特珠 行政區域

( special administrati ve district)과 那， 區， 道와 같은 관할구역의 전반적인 向上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一般 行政區域( general administrative distri ct ) 으로 %탤된다한) 

보통의 경우 행정구역이라 하면 후자를 가라킨다. 本橋에서도 일반행정구역을논하기로 

하겼다. 

일반 행정구역은 대체로 隱地， 사막， 山地， 삼럼지등 人口橋藏地에서는 그 규모가 크 

고， 都市化 지역， 공업 지역등 인구초멀지에서는 작다 83) 行政의 第 1 對象이 住民이기 

때문에 주민 數가 많은 인구조멀지에서는 區域 크기가 작고， 주민 수가 적은 인구희박 

지에서는 구역려가 커야， 작은 구역과 큰 구역간에 均衝이 이루어진다. 

기존 행정구역의 짜임새가 앞서 말한 目的을 달성하기에는 不適當한 경우에 그 짜임 

새를 再組織하는 것이 바로 行政區域 改編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에는 당연히 아래 

와 같은 3 가지 텀標를 염두해 두게 된다. 

CD 해당 지역의 開發t足進

@住民의 便益性 提高

@ 統治 - 行政 능률의 向上 84) 

첫번 째 것은 해당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각종 覆在資源을 活用하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 

•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두번 째 것은 가령 교통의 원활화등을 포함한 日常生活의 便

益性증대를이루는것이다. 세번째것은통치-행정 당국의 能率向上을말하는것으로 

가령 士地나人口와 같은業務對象의 適正化와이들對象에서 나오는각종업무의 量을적 

정화하는것이그것이다. 위 3 가지목표중어느것을가장重要視하는가는當局의 政策

方向에 달려있다. 

82). N.J.G. Pounds, 1963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McGrow-Hill, p.206. 

R.C. Fried and other , 1980, Op. cit. , p.ll l. 

任德淳〔譯)， 1974, 政治의 地理學 CW. A. D. Jackson and other , 1974 , GeograPhy 01 
Politics) , 서울 志社， pp.17 , 42 , 59. 

83) N.J.G. Pounds, 1963 , Op. cit. , pp.194 , 202. 

84) 崔昌뽑， 1980, 뾰方行政區域論， 서 울 : 法文社， p.97. 

金安濟， 1979, 環境파 國土 : 理論과 政策， 서 울 : 博英社， PP.562-563. 

R. Honey, 1981 , “Alternative Approaches to Loca1 Government Change," in: A.D. Burnett 

and other(eds.) , 1981 , Political Studies ηηm Spatial Perspectives, Chichester: John Wiley, 

pp.249-250. 

R.C. Fried and other , 1980, Op. cit.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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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에는境界變更， 魔置-分化， 規模再編의 3 가지 일이 포함된다 85) 경계 

변경은해당 體制의 存廢와 관계없이 다만 境界의 변경만을행하는것，즉행정구역의 

部를 다른 쪽의 구역에 移屬시키는 일을 말한다. 폐치 -분화는 체제의 폐지 • 신섣 • 분 

할에 따라 행하는 區域의 폐지 • 신설 • 분할을 말한다. 이에는 合佛도 포함되는 것이 보 

통이다. 규모재편이란 여러 행정구역에 대한 광범위한 再區劃내지 再編成을 의미한다. 

규모의 不適正性이나 地域實情의 變化에 따라 규모재편이 행해지는 것이 상례이다 86) 

위와 같은 개편을 행함에 있어서 깊이 유의할 것으로는 最少要求人口 ( population 

threshold ), 행정구역 크기에 있어서의 「規模의 經濟j 性， 행정구역과 日常生活 패 

턴團(가령 통근권)을 일치시키기，接近性， 管理體系， 歷史的 要因， 정치적 전통등이 있 

다 87) 이들 유의점을 보건대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구역만을 보고 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憐近 區域의 利 • 不利， 發展등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중해야하 

고 또한 次上級 決定者(격우에 따라서는 최고 결정자)의 결정도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時期上 행정구역 개편은 問題가 의식된 後나 문제가 크게 노출된 후에 행하는 

경우와， 事前에 또는 어떤 目的達成을 의도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미리 행하는 경 우로 

나뀐다88) 

그런데 地方政府는 @ 관내 下部構造( infrastructure ; 도로， 公共 편리시설등) , 

士地利用 組織， 公共事業을 위 한 需要創出， 地方的 公敎育등에 대 한 투자와 같은 養分

提供，@ 노동력 再生塵의 증대를 위해 주택， 公園， 도서관， 위락시설등 物質- 文化的

환경의 조성，@地方的 경찰서비스， 복지제공， 參與증대등을 통해 社會的 칠서 및 結束

의 유지 와 같은 기 능을 수행 하거 니 와 89) 만일 村落地域이 市로 편업되면 그 주먼에게 세 

금부담은 늘어나지만 위에 열거한 機能중 특히 교통， 위락， 전화， 경찰， 소방등서비스 

85 ) 崔昌浩， 1980，편뿔훌， p.91. 

86 ) 任德淳(譯)， 1974，편뿔훌 p.24. 

87) R. Honey, 1981, Op. cit. , pp.249-272. 

88) 金安濟， 1979, 前揚書， p.561. 
89) R.J. Johnston, 1982, Geography and State: An Essay in Political Geography, London: 

Macmi11an, pp.194-195. 

이와는 달리 L. 1. Sharpe는 @ 地方次元의 自由증대，@ 地方的 民主主義에의 참여증대， 

@가장가까운곳에서 각종서비스의쳤率的제공을 3 대 機能(지방정부의)으로 들면서 

그향il도 특히 @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R J. Johnston , 1979, Political, ~'‘lectoral , 

and Spatial Systems. Oxford : Clarendon, p.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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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상품구임면에서는 큰 便利를 얻게된다 90) 그러나 편입을 받는 기존 市쪽의 지방정 

부는 편입된 지역에 대한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증대를 위하여 많은 費用을 들여야 

하고， 기존 시민들은 세금부담을 좀 더 져야한다. 

90) N.J.G., Pounds, 1963 , Op. cit. , p.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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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의 首都起源

(1 ) 흙究地域의 擬觀

서울은 大韓民國의 首都로서 朝蘇 建國初인 1394 년 이래 약 590 年-이중 定宗때의 

6 년 8 개월을 빼면 580 여년-의 긴 首都歷史를 지니고 있다. 

서울은 대체로 韓半島 南北間 中央에 위치하고 있다. 市의 한 복판으로는 中部地方

최대 河川인 漢江이 西流한다. 서울은 北쪽에서 京離道 高陽郵， 楊州那， 議政府市와 접 

하고， 南쪽에서는 같은 道의 安養市， 始興那， 城南市와 東쪽에서는 역시 같은 道의 南

揚j‘|、|那， 廣州那과 西쪽에서는 同道의 金浦那， 富川市， 光明市와 접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은 완전히 京離道의 여러 市·那 (4 市 6 那)으로 둘러싸여 있다. 

道峰山 (717 m)에서 北漢山 (836 m)으로 연결되는 山眼과 水洛山 (637 m)에서 야짧陸 

山 (265 m)으로 연결되는 산맥이 서울 北쪽에 八字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首都의 

北쪽 境界 구실을 하고 있는 데，특히 前者는 홀륭한 自然景觀과 防驚障慶 機能을 서울 

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冠돕山 (629 m)과 淸뚫山(650 m) 北部가 서울의 南쪽 경계 

를이루면서， 北의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등과마주대하고있다. 이상의 山들은 모 

두 廣州山眼의 일부이 다. 

漢江은 近代的 交通路의 등장 전에는 수도 서울과 各 地方 간을 연결하는 극히 중요 

한 교통로 구질을 하였다. 

조선 初期에 서울의 都城은 이곳 益地 地形에 의존해서 축조되었는 데， 그 益地를 0] 

룬四圍山은北의 白돕山(北폼山， 342 m) , 南의 木훌山(南山， 265 m) , 東의 騎山

(1 25 m) , 西의 仁묘山 (338 m)이 었다. 

首都市域은創建以來여러 차례 據大되어 현재는그規模가 627 1 빼에 달한다. 그 

라고 範圍는 북으로는 道峰山， 남으로는 관악산， 동으로는 豊山里 平野(廣州那 인접)， 

서로는 佛花洞 西水路에 이른다. 이 市域은 行政의 편의를 위하여 鍾路， 中， 龍山， 城

東， 東大門， 城北， 道峰， 恩平， 西大門， 麻浦， 江西， 九老， 永登浦， 휩폐崔， 冠폼，江南， 

江東의 17 區로 나뉘어 있다. 

人口는 특히 1960 년대 이후계속크게 늘어 1984 년 현재 약 950 만이다.이러한 인구증 

가는 自體의 自然的 增加외에도 他地方으로부터의 轉入A口가 轉出A口보다 더 많았던 

데에 기인한다. 

서울이 名稱上으로도 이른 바 「特別市」가 된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 년이다 r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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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빠究地域 서 울 : 位置 • 範圍 • 地形

特別市 行政에 관한 特別 擔置法J 91) 에 의하면 서울은 首都인 까닭에 특별히 높은地位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特別市廳은， 道廳、과 直轉市廳이 內務部의 감독을 받는데대 

해서 , 中央政府 各部와 마찬가지로 國務總理室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리고 國家的 次

元의 基本 政策， 全國的 實施事項， 경찰엽무， 調흉事項 등에 대해서는 위 各部의 지시· 

감독을 받으나， 그外의 일에 대해서는 完全히 獨自的으로 政策을 수립 •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法律的 地位에 있어서도 서울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特別한」 都市이다. 

91 ) 서울特別市 行政에 關한 特別惜置法， 法律 1015 號 0962.1.27)， 1 -- 3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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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首都起源

오늘의 地理的 實在 (geographical entity) 는 過去로부터의 累積의 結果이 다. 그러 

한 까닭에 오랜 歷史를 가진 首都 서울의 過去， 그중에도 특히 서울이 맨처음에 首都地

位를 얻게된 일， 즉 首都起源을 그 선정과정과선정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일 

은 현재의 이곳을 이해하고 說明하는 데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1 ) 首都選定 過程

이 미 主要觀念겸토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는 대단히 중요한 機能과 意、味를 지 닌 都

市이기 때문에， 그 選定問題는 여러 要因이나 條件들이 신중히 고려되는 가운데 다루어 

지는 것이 상례이다. 서울을 수도로 정함에 있어서도 程度差異는 있지만， 앞의 主要擺

;念 겸토난에 소개된 요인들과 관련해서 高位決定者 간에 見解差異등의 어려움이 발생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당시의 상황을 關係文歡(주로 朝解王朝 實錄)을 통-해 살펴 

보았고， 이 렇게 하여서 最後 決定까지의 過程을 究明하였다. 

뎌그 朝解建國前의 서울 

수도선정 과정을 살피는 데는 우선 이곳 서울이 首都로 정해지기 「以前의」 상태나地 

位를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였다. 

일찌기 서울은 溫祚가 건국한 百濟의 첫 수도였고 92) 高麗朝 文宗 21 年 (1 067)에는 

三京의 하나인 南京의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를 연고로 해서 근방의 컵ß民들을 

서울로 移住시키기 까지 하였다 9킹 당시 三京은 開京(松京， 中京)， 西京(平魔)， 南京

(서울)이었는데， 이 三京制度는현대 정치지리학의 개념으로보면 三首都制， 즉 일종 

의 共同首都 (joint capital) 制내지 복수수도제에 해당된다. 北쪽의 고구려 지역과 

그 遺民을 고려하고 中西部의 백제 지역과 그 유민을 고려하여 그들의 古地에 각각 西

京과 南京을 둠으로써 각 유민들의 不滿을 어루만져 주고， 적극적으로는 위축된 士氣도 

92) 溫祚가 都둠을 정했다는 愚禮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樓山으로 比定하는 견해와 서울(江 

北)로 비정하는 견해가 兩立되어 왔으나， 지금은 서울說이 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茶山 丁苦轉은 後者說의 대표적인 學者로서 , 그는 自身이 쓴 題域考에서 위례성 

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考護하여(古城흔적， 古縣口傳등에 기초해서) 현재의 城北洞일대 

로 비정하였다. 韓永愚， 1983. 茶山 丁若轉의 史論과 對外觀論護돼行準備委員會(編). 

1983. 金哲埈 博士 華甲紀念史學論覆， 서울 : 知識塵業社， p.653. 與擔堂全書， 六集三

卷， 훌훌域考， 其三， 愚禮考條 「北愚禮故址 蓋在今京城東北十里之地 三角山之東麗 居民誤

謂之漢陽古縣 ...... 漢陽古縣 몽n今京城北행 漢陽洞是也 惠化門外未十里 有古城遺煩 居民

指之뚫漢陽古縣者 뿔非愚禮城之古此乎」 

93) 高麗史節要， 卷之五， 文宗二十-年， 十二月條 f 改陽州 짧南京留守官 從旁那民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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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려준다는 政治的 配慮에서 위와 같은 삼경제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불론 신라 古地에도 그 수도였던 慶州를 東京으로 삼아 복수수도의 하나가 되게 하였 

었는 데， 이 것도 역시 위와 같은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I티j朝의 關宗은同王 6 年(1 101) 에 南京開創都藍을섣치하였고， 崔思誠(門下待郞zp:

章事) 등은 盧原， 龍山등의 地勢를 시찰한 결파 이곳들은 수도가 되기에는 부적함하고 

三角山 南쪽(현재 경복궁 터 )의 山水 勢는 風水地理上 적 합한 곳이 니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라고 奏言한 일도 있다 94) 그라고 남경의 市域도 정한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同

王 9 年 (5 月)에는 남경 궁궐이 완성되어 王이 7 --10 月에 이곳에 머물면서 그간에 만 

듬어진 臺樹와 園웹플 시찰하고 松京으로 돌아간 일까지 있다 95) 

위 7 --10 원 南京逃활는風水大家金謂隨가 奏言한 IJ 3 -- 6 月 王의 남경순주”와 

는 그 달〔月〕은 다르나 4 개윌 (三京 각각의 분담기간)에 결친 別京 逃홈는 같은 것이 

었다. 이 남경순주에 앞서 숙종 元年에 김위제가 이미 ” 송악〔송경〕을 中京으로， 목먹 

양〔서울〕을南京으로， 평양을西京으로삼아 11 --2 月은중경에， 3--6 월은 남경에， 

7 --10 원은서경에 순주하면， 36 개 나라가來朝할것이며 開國〔고려 개국〕後 160 여 

년이 지냐면 목벽양이 수도가 될 것 IJ 96) 이라고 奏言한 일이 있는 데， 남경순주는 바로 

이말에 따픔 결과가 되었다. 남경에 대한 輔宗의 일련의 조치는 文宗때 보다도 중반기 

의 고려조정이 한층 더 이곳을 重要視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남경순주나 행차는 仁宗과 製宗代에도 행해지다가 高宗 때 와서는 행해지지않 

고 있던 중， 忠烈王 34 年 (1308) 에는 남경이 漢陽府로 格下되었다. 고려말기의 행핫廳 

王은 이곳을 다시 중요시한 나머지 同王 9 년 CI 360) 에는 한양천도를 단행하려 한적이 
있었다. 首都 松京의 地氣가 쇠퇴하였다고 여겨졌고 또한 紅m願의 亂 이후 王 자신도 

송경환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게다가 元과의 對決도 각오하고 있었던 터여서， 차 

제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였던 것 같다 97) 

흥건적의 난이후결국공민왕이 松京으로돌아가기는하였는데， 이는송경이 고려 

94) 高麗史， 十一， 輔宗六年， 九月 甲申條， ζ未條.

高麗史節要， 卷之六， 蘭宗六年， 九月~十月條.

95 ) 高麗史， 十그， 蘭宗， 九年， 五月甲午條， 七月않成條， 八月王子條， 十月辛玄條.

高麗엇3節흉한， 卷之七， 薦宗九年 죠 R--十月條. 

96) 高麗史節要， 卷之六， 蘭宗元年， 八月條 「金謂揮上書 請選都南京略日 道옮記골 홉훌훌之 

地有三京 松鐵옳中京 木竟魔짧南京 zp:廣짧西京 十-十二正二月住中京 三四죠六月住南 

京 七/\.九十月住西京 則三十六國朝天 又굽開國後 百六十餘年 都木寬훌」 

97) 李內薰， 1954 , 高麗時代의 맑究， 서울 : ζ볍文化펴:， pp.3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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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根本의 땅」일 뿐만 아니라 歷代 王의 位牌를 모셔둔 관계로 자연 國家正統性의 상 

징이 되어온 宗蘭도 松京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王인 悲讓王 때에도 한 

양천도론이 다시 제기 되었으나 庸몸과 귀족들의 不願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同王의 천도의지는 계속 대단히 강하여서 同王 2 년 (I 390) 에는 일시적인 것여 되고는 

말았지만 漢陽으로의 천도를 決行하였다 98) 그때 기존수도 松京은 역시 地氣가 쇠퇴하 

였다는 것외에 網王， 昌王 두 임금이 廢를 당한l다시 말해서 政治上 크게 不吉한 곳이 

라는 것이 천도 이유였다 99) 

이처럼 서울젠양)은 새 왕조 朝蘇의 首都가 되기 전에 이미 百濟初期와 고려말기에， 

이유가 한강변의 要地로서 국가통치상 유려한 데 있었건， 또는 풍수지려상 吉地라는 데 

있었건 간에 어떻든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지역으로 여겨져， 위 兩國의 수도가 된 적이 

있었다. 

힘首都選定過程 

고려 末期의 名將 李成桂는 易姓華命에 의하여 1392 년(고려 공양왕 4 년)에 王民가 

아닌 李民의 姓을 가지고 王位에 올랐다 (7 월 17 일).그라고 1 個月도 채 못되어 選都할 

것을 都評議使司(後日의 議政府)에 命令하였다 (8 월 13 일). 國號의 改名보다도 수도 

移轉을 더 서둘렀던 것이다. 국호가 「朝蘇」으로 改名된 것이 봅O位 1 년후였던 것을 고 

려하면 1(0) 수도이전의 일은 新王 이성계에게는 절절히 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李成桂가 맡은 新 王國-形式上으로는 종말기의 高麗， 실질적으로는 新 王朝-은 고 

려 말기 이래 國內 情勢의 곤경과 易姓薰命으로 인한 正統性 確認上의 곤란까지 더하여 

져 있는 상태여서， 가능한 한 속히 국내 政治情勢를 安定基調위에 올려놓는 일을 第

의 國家-政治的 課題로 삼았다. 이 막중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君몸과 A民 모 

두의 A心을 조속히 -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重大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수도이전이라는 엄청난 조치로 나타났던 것이다(後 詳論).

이성계 자신은新首都第 1 의 후보지로한양(서울)을제시하였다. 한양제시는 政治

的으로 볼 때， 그가 表面的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깊은 理由가 있다고 본다(後述). 

그러나 한양천도에 대해서 裵克薦(待中)과 趙邊(待中)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98) 그때의 한양천도는 禮王 8 年(1 382) 의 일시적 한양천도에 이은 두번째의 것이었다. 金

龍國， 1957 , 前揚論文， pp.71-72. 

禮王 8 年의 漢陽천도에 대해서는 高麗史，一三四，辛헨홈二， /\.年八月條， 九月條 참조. 

99) 李困훌， 1954 , 前抱書， pp.331-332. 

100) 太祖康敵大王實錄(以下 太祖實鍵이라 함)， 卷第三， 太祖二年， 二月康寅條.

36 



연기할 것을 要請하였다. 

漢陽에 궁궐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城顧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護衛하는사람 

들이 民家를 차지해야 하는데 天候는 추워지고 百姓은 갈 곳이 없으니，宮室과 성 

곽을 건축하고 各 官衛를 설 치한 후에 首都를 移轉하기 請합니 다 101> 

이 요청을 받아들여 王은 한양천도를 연기하였다. 그러하던 중 權#和(服室證考使)가 

王에게 바친 짧龍山 都둠地圖플 보고， 太祖는 계롱산 南地를 親히 路훌(이것이 太祖의 

수도선정을 위한 親路으로는 첫벤 째이 다)한 後 그곳을 새 수도 터로 定하였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계룡산 山勢가 이픈 바 「며龍顧祖」의 地形， 즉 龍山이 되돌아 祖宗山을 바라 

보는 C 字型 산세이요， 「山太極 水太極」의 형세， 즉 山의 眼이 태극형 처럼 灣曲을 이 

루고 물길도 曲流플 이루는 형세였기 때문이다. 

계룡산南地로의 이전도결국準備중에 中斷되고말았는데， 이는河밟(京離左右道都 

觀察使)의 다유과 같은 反對가 實처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첫째， 계룡산은 그 位뿔가 南方에 치우쳐 있어서， 國土의 東， 西， 北 各面까지의 거 

리가 멀다. 둘째， 風水上으로도 계룡산의 山勢와 불 흐르는 方向이 냐쁘다. 특히 물 흐 

름이 敗亡이나 養弱化플 초래하는 이른 바 「水破長生 쫓敗立至」의 땅이다‘102) 

암의 첫째의 지적은 계룡산 터의 位똘가 全國에 대해 偏心的이어서 수도가 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이고， 둘째의 지적은， 國都風水說에 의하면， 山 方向과 江 方向이 서로 

「평JC後述)의 關係를 이루어야 吉地가 되는 데 103) 계룡산 터는 그 山勢 • 水流가 吉버이 

半半이므로 수도를 그 곳에 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王은 이 反對論을 받아들 

여 계룡산 南地의 首都建設 工事를 중지시켰다. 당시 수도건섣에 쓰던 궁궐건축용 柱鍵

石이 오늘날에도 110 여개나 계룡산 新都內에 남아있다 104) 

太祖는 다시 河밟에게 영하여 다른 후보지를 물색토록 하였는 데， 그때 등장한 곳이 

現 서울 延禮洞 韓山 앞 일대인 母놈地였다. 하륜은 주장하기를， 母돕地는 明堂(左右가 

산으로 둘려싸인 大의 前方에 전개된 뜰로서 궁성등 중요 시섣이 들어섣 터)이 좁기는 

101) 太祖實錄， 卷第二， 太祖元年， 九月 E때條 「漢陽宮關未成 城顧未完 護從之A훌A民戶 

天時向寒 民無所歸 請待營葉宮室城顧 布置各司 然後遭都」

102) 太祖實鍵， 卷第四， 太祖二年， 十二月王午條.

103) 李困壽， 1938 , 前擔論文， p.181. 

崔昌祚 • 朴英漢， 1978."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 : 陽基風水를 중심으로地理學， 17 , 

大韓地理學會， pp.31-33. 

104) 本A이 1983 년 7 월 답사 및 현지 관계 당국 설명문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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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松京이나 平魔에 비하면 넓으며， 風水上으로도 좋은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105) 그 

러나 母톰地에 대해 反對가 강해져 최종결정을 보류하여 오던중 t祖 3 年(1 394) 7 月

에 都흙議使司에서 아래와 같은 奏言을 내놓자， 태조는 陰陽뻐定都藍이라는 臨時 機構

를 설치하여 이 기구가 書雲觀員과 함께 수도 터플 연구해서 선정하도록 명 령하였다. 

地理의 學說이 분명치 못하므로 사람마다 각기 自己 意見을 고접하고 서로 같 

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 훌훌隱를 분별하기 어려우며， 前朝〔高麗朝〕에 서로 전 

하여 오는 秘鐵 또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冊正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빽) 

그리하여 陰陽뻐定都藍은 權#和(領三司事)， 鄭道傳(判三司事)， 河밟 그라고 同도감 

의 연구원들과 함께 여러가지 地理圖議說을 수집 • 참고하여 新首都의 터를 정하는 일을 

맡았다. 한편 太祖 자신도 母톰 땅에 관심이 있어서， 그곳을 친히 답사(太祖의 2 次 路

훌)하기도 하였다. 그때 劉早雨(書雲副正)는 尹華達(判書雲觀事)이 동석한 가운데 말하 

기를， 무악 땅은 수도 터로서 부적당하다고 하였다. 그 理由는 太祖와 劉早雨간의 아래 

와 같은 問答에서 잘 알 수 있다. 

太祖:이곳〔母돕땅〕이 끝내 不可한가? 

劉早雨 : 百의 所見으로는 질로 不可합니 다. 

太祖 : 여기가 좋지 못하다면 어느 곳이 可한가? 

劉早雨 : 톰은 알지 못합니 다. 

태조〔화를 벌켜 내면서J: ...... 松都 地氣의 훌훌莊에 관한 말을 못들었는가? 

유한우:그것은圖講에서 말하는것입니다. 百은다만地理를배워서 도참은 

알지 못합니다. 

태조:옛사람의 도참은地理에 의거해서 말한것이다. 어찌 근거도없이 말한 

것이겠느냐? 그러면 쓸만한 곳을 말해보라. 

유한우 : 前朝 [ 고려 〕의 太祖는 松山의 明堂을 살펴 서 궁궐을 지 었는 데， 중엽 

이후로는 오랫동안 명당이 폐하여 君王이 여러차례 離宮으혹 이사했읍니다. 명당 

〔송도의 명당〕의 地德、이 아직 養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곳에 다시 궁궐을 짓 

고 松京을 수도로 젠}는 것이 좋겠읍니다. 

태조 : 장차 수도를 옮길 決心을 갖고 있다. 近處에 吉地가 없다면 옛 三國의 

105) 太祖實緣，卷第죠， 太祖三年， 二月 쫓E條. 

106) 太祖實鍵， 卷第六， 太祖三年， 七月얹申條 「地理之學未明 ÅÅ各執所見 互相同異 륨健難 

辦 前朝相傳秘錄 亦有同異 !ffi正難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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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들도 吉地가 됨직하니 合意해서 알려달라107) 

위 문답에서 태조의 수도이전 意志는 대단히 강하고， 反面 유한우는 태조의 의도와는 

달리 松京(開城)을 전과 같이 수도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松

都 明堂의 地德、이 아직도 있고， 그려하여 母돕 땅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서 유한우는 母

톰不適論을 폈던 것이 다. 

그후에도 새 수도 터에 대해서 몇몇 重百들의 所見이 있었는 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 

았다. 

鄭道傳(判三司事) : 이곳〔母톰地〕은 냐라의 中央에 位置하고 있어서 灌運交通

은 좋지만， 유감인 것은 그 터가 한 골짜기(-洞)안에 위치하여， 안쪽에 宮寢과 

바깥쪽에 朝市， 宗顧， 社樓을 세 울만한 자리 가 없읍니 다 百은 음양술수의 學

識을 배우지 못하였는 데 이제 여러 사람의 논의가 모두 음양술수 안에서 이루어 

지 니 , 톰은 말씀드렬 바플 알지 못하겠읍니다 政治가 잘되 고 못되 는 것은 사 람 

에 있는 것이지 盛養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읍니다 天F의 큰나 

라〔中國〕에서도 歷代의 首都가 네곳〔關中， 훌홉陽， 金陸， 積京〕에 지나지 않읍니 

다地氣盛養를 말하는 지플의 말은 ..... 옛사럼들의 말을 전해 듣고서 하는 말엽니다--.. 

成石鍵〔門下待郞餐成事) : 이곳〔母돕地 〕은 山水가 모여들고 灌運交通의 편리 

가 있어서 吉地라고 할 수 있지만， 明堂이 기울어지고 좁으며， 後山〔鎭山〕이 낮 

아서 規模가 王者의 都몹에는 합당치 못합니다 技蘇明堂〔滿月臺〕에 本關을 

지 으면 多行일까 합니 다. 

鄭擺(政堂文學) : 道託이 말하기 를 만약 技蘇에 도읍하면 三國龜土를 통일해 가 

칠 수 있다고 했읍니다 ..... 王民가 500년에 끝니는 것은 運數이며 地德에 관련시킬 것 

이 아닙니다. 만약周， 奏， 漢나라가서로계속해 가면서 한곳에 도읍한것을보면， 비 

록 開城이라도 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여기 〔松京〕를 버라고 다른곳을 

구하려면， 다시 널리 찾아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i률톰地는 明堂이 심히 좁고，뒤 

107)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三年， 八月않寅條 「上집몰雨 問之日 此地竟不可乎 對日 以톰所 

見 實짧不可 上日 此地많不可 何地짧可 早·雨對日 百不知 上愁日 ...... 松짧地氣훌狂之 

說 #不聞乎 뿔雨對日 此圖載所說 톰但學地理 未知圖홈 上日 古A.圖홉亦因地理而言 

웰戀虛無據而言之 且言放心所可者 早.雨훨日 前朝太祖 相松山明堂 作‘홉뼈而 中葉E後

明堂久廢 君王훌徒離宮 百疑明堂地德不養 宜復作關O짧짧찮 上日 寶將決意훌짧 若B

近境之內 更無吉地 則三國所都 亦짧솜地 宜合議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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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主띠〔後山， 鎭山〕이 낮으며 水口가關鎭〔環抱， 즉앞이 山으로둘러싸임〕 

치 않았으니 吉地라면 어찌 옛 사람이 쓰지 않았겠읍니까? 1애) 

以上의 말들은 모두 母돕 땅은 明堂이 좁고 主山이 낮아서 不適當하다는 것이었는데， 

유독 河밟險書中樞院事)만은 무악 땅의 中央的 位置， 濟運의 편랴， 山水의 만남등을 

들어 여전히 母돕 選都가 可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엇갈린 주장들이 있던 중에 결국 大勢는 무악 부적설로 기우러져， 그곳으 

로의 選都論은 폐기되고 말았다. 太祖는 다시 南京(한양) 舊宮地， 즉 현 景福宮 神武

門 밖에 도착 (태 조의 3 次 親路)하여 그곳의 適否를 물었는 데 , 그때 관겨l 자들의 대 답 

은 아래와 같았다. 

尹華連(地師) : 우려나라 안에서는 松京이 제일 좋고， 이곳〔 경복궁신무푼밖〕 

이 다음으로 좋은 곳입니다. 유감된 것은 乾方 [~t方〕이 낮고 水뽕이 고갈한 것 

뿐입니다. 

太祖〔기빼하면서 J :松京인들 어찌 不足한 것이 없겠는가? 

이곳의 形勢를 보니， 王都가 될 만하다. 더우기 濟運이 通하고 道里가 均等하여， 

百姓들에게도 편려할 것이다. 

自超(王師 無學) : 이곳은 四面이 높고 秀麗하며， 中央이 평탄하여 城을 쌓아 

都몹을 정할만 하다고 생각되냐， 聚意에 따라서 決定하십시오. 

重톰들 : 반드시 首都를 옮길 바에는 이곳이 좋읍니다 109> 

108) 太祖實鍵. 卷第六， 太祖三年， 八月己째條 「鄭道傳日 一此地居國之中 灌運所通 所恨介於

-洞之間 內而宮寢 外而朝市 宗社之位 無所容뚫 ...... -百不學陰陽術數之說 而今者

聚多之論 皆不出陰陽 術數之外 몸固不知所言 ...... Á有治亂 地無盛훌 可知훗 ..... . 

굿下之大歷代所都 不過數四處 ...... 言地氣盛養者 ...... 皆傳聞古A之說也 ...... 成石鍵

日 此地水山之會 濟運之通則 可謂吉훗 然明堂碩뿔 後山低微 規局不슴王者之都 ...•... 

以技蘇明堂屬本關則幸 ...... 鄭總日 •..... 道誰謂 若都技蘇 統有三土 ...... 王民之終於

五百年 以其運數 而不必係於地德 若以周奏漢相繼 而都-地觀之 雖開京以無害也 원舍 

是而他求則更使廣寬之斯可훗 -æ톰之地明堂甚救 主山階뿔 水口無關鎭 夫뚫솜地而 古人

不用之乎」

109)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三年• J껴康辰條 「尹華達 ...... 對日 我國境內松京짧上 此地屬

것 所可恨者 乾方低下 水果結1固而E 上脫日 松京亦뿔無不足處乎 今觀此地 形勢可뚫王 

都 況漫運通道里均 於A事亦有所便乎 ...... 超對日 此地四面高秀 中央zp:術 宜짧城물 

然從껴한議乃定 諸宰相議之 옳日 必欲選都 此處屬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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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 럼 한양 南京 舊宮地에 대해서 전폭적 찬성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否定的인 것도 

아니었다. 태초도 한양을 수도로 삼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남경 구궁지를 보고 松京

으로 귀환하는 길에 그는 楊元植이 추천한 京離道 積城의 廣實院 鍵足山 南地(태조의 4 

次 친답)와 臨律의 都羅山(태조의 5 次 親路) 터를 답사하기도 하는 등 110) 다른 어느 

곳에 더 좋은 吉地가 있다면， 그곳으로 옮길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內.[;판 어떻 

든 최소한 外面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러한 즈음에 重뚝들중에 태조의 한양천도에 同意를 갖고 건의한 사람이 있었으니，두 

政承 趙浚(左政承)과 金士衝(右政承)이 그들이었다. 위 두 정승의 奏言은 다음과 같았 

다. 

願下께서 는 큰 德과 神聖한 功으로 하늘의 命을 받아 한 나라를 차지 하시고， 制

度를 변경하여 萬世의 正統을 세우셨으니， 마땅히 都둠을 정하섬으후써 만세의 基

健를 세우셔야 합니다. 漢陽을 보건대 表훌山河의 形勢가 뛰어난 곳으로 일컬어 

왔읍니다. 四方으로의 道里가 균등하고 배와 수레 교통이 좋으니， 이곳에 영구히 

도읍을 정하는 일이 진질로 하늘과 百姓의 돗에 合하는 일 입니다11 1> 

태조 자신도 당초에 한양에 대해서 好感을 갖고 있는 터에 兩 政承이 위와 같이 奏言

을 하므로， 그는 勇斷을 내 려 결국 同王 3 年 (1 394) 8 月 24 日에 한양으로의 수도이 

전을 확정하였다. 이는 太祖가 王位에 오른지 2 年 1 個月後의 일이었다. 

이상의 首都 選定過程을 살펌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됐다. 첫째， 역성혁명으로 

인한 首都移轉 不可避性은 하나의 많定事實로 굳어 진 위 에 그 適地 選定作業이 전개 되 

었고， 둘째，수도 선정과정에서 候補地의 風水上 適切性과 全國에 대한 中央的 位置 및 

接近性 여부를 둘러싼 見解差異만 있었을 뿐， 地域間 수도유치 경쟁이냐 그 경쟁과 관 

련된 論爭 또는 折表過程은 없었으며 , 셋째 , 수도유치 운동 전개에 따른 政治的 惜置上

의 ktJ難을 겪은 일도 없었다. 

논쟁 또는 정치적 절충과정이 없었고 정치적 조치상의 곤란도 없었던 根本理由는 당 

시의 政治體制가君主中心의 철저한官燈政治처1 제였다는데에서 찾을수있다. 그와같 

은 관료정치 체제하에서 在野 知識A들이 섣사 見解를 갖고 있더라도 새 首都 選定이라 

110) 太祖實鍵， 卷第六， 太祖三年， /\月쫓未條， ζ西條.

111 ) 太祖寶錄， 卷第六， 太祖三年， /\月辛째條 「嚴下 以盛德神功 受天之命 훨有一園 많更制 

度 以建萬世之統 宣定廠都 以立萬世之基 n觀漢陽 表훌훌山河形勢之麗 自古所稱 四方道

里之均 f판車所通 定都手鉉 以永子後 允合天A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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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여건이 되어있지 않았고， 또한 당시의 首都라는 것이 역시 철 

저 한 관료도시 인데 다가 近代 市民社會的인 中心地가 되 질 못하여 주위 지 방과의 經濟的

相互依存 關係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住民들은 그러한 수도를 自己地方에 

유치하여 보았자 큰 이익을 얻으려라고 보지 않았으며， 따라서 地方간 수도유치경쟁이 

없었으니，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의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행하는 中立地 首都 선정 

이나 折表地 首都 선정과 같은 「政治的 折喪」式의 선정이 필요없었다고 본다. 

그외 에 朝蘇 國民의 民族構成이 單-的이 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理由가 

된다. 만약 조선이 對等한 2"'3 개의 民族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수도유치 경쟁은 

表面的이든 아니든 간에 일어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不可羅하게도 앞서 말한 수도선 

정상의 政治的 困難을 겪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당시의 國家的， 또는 國內的 형편에 힘입어 君王과 몇몇 重몸들이 추천된 

각 후보지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君王이 그들 후보지를 親路해 보고 나서， 그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決定하는 비교적 쉬운 選定過程을 밟아 수도가 정해지게 되었다. 그 선정이 

만일 오늘날에 이루어졌거나， 조선의 國民構成이 벨기에， 젝코슬로바키아， 캐나다등과 

같이 對等의 複數民族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대 

단히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이다. 

2) 首都로 選定된 理由

띠政治的 要因

수도선정 要因에는 여러가지가 있음을 이미 앞의 主要戰念 검토난에서 언급하였다.漢 

陽의 경우에는 어떠한 要因들이 作用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漢陽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게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초선건국 直前의 정 

치적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高麗末期(1 367) 에 이나라에 영향력을 크게 미쳐왔던 中國大陸의 元이 明으로 교체 

되었다. 元明交替 직전에는 당시 兩大 政治實力者 崔瑩과 李成桂가 對內外 政策에 있어 

서 의견차이를 보였다. 의견차이는 특히 明의 고려에 대한 태도가 硬化되면서 對明 긴 

장관계를 어떻게 처 리하느냐를 둘러싸고 첨예화되었다. 고려 조정이 공민왕 中期부터 

對明 通交關係를 유지해오다가福王 초기에 李仁任 일파에 의해 일시 親元政策으로 돌 

아서면서 明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 자， 明은 무려한 歲頁을 요구해 오는 등 고압적 자세 

를보이기 일수였다. 

그러하던 중網王 14 년 (388) 에는 明이 鐵鎭以~t의 고려영토를 元의 영토였다는 

이유로 반환하기를 요구해왔으니， 이 일은 고려 君톰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게 되었다. 

42 



이에 여하히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최영 일파와 이성계 일파사이에 의견대립이 일어녔 

는 데， 최영계 사람들은 明과의 實力對決， 즉 요동지방 공격을 주장했고， 이성계 파 사 

람들은 그 공격을 반대하였다. 공격반대는 고려의 전쟁수행 능력， 전쟁시기， 전쟁효과 

등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否定的 판단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112) 

그러나 결국 최고 사령관(八道都統使) 崔瑩， 左軍指揮官〔左軍都統使) 塵敏修， 右軍

지휘관(右軍도통사) 이성계가 對明出徒을 질행에 옮겼고 그중 전부터 이 공격에 반대입 

장을 취해오던 이성계가 압록강 중류의 威化島까지 갔다가 回軍하여 (1 388)-이 回軍

은 출정장병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대립관계에 있는 崔瑩 일파를 제거하기에 이르 

렀다. 

그리하여 이성계가 고려 종말기의 實權者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성계와 그 일파의 意

圖대로 無力한 悲讓王이 옹립되기에 이르렀다. 同王 2 년 CI 390) 에는 李成桂가 待中(首

相)에 오름으로써 名實共히 고려 종말기 제일의 권력자가 되었다. 

한편 i힘麗後期 以來 世g!. 貴族들이 自身들의 權力을 惡用하여 私有地를 확대 함으로 

써 연유된 土地制度의 문란은 當時 하나의 커 다란 國家-政治的 問題였는 데 , 이를 주 

시해온 李成桂 중심의 新興 權力者들이 그 폐해의 근절을 부르짓고 위 권문세가의 사유 

지를 환수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은 舊닮들에게는 經濟的 基盤이 무너져 이에 기초를 

두었던 政治的 實力까지도 상질당하는 結果를 가져왔고， 國民들에게는 貴族의 不正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기들에게 利益을 주는 快壘로 여겨졌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士地制

度 改華(私田改華)은 지극히 政治的인 조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觀存 世톰 • 貴族

틀의 政治-經濟的 不滿은 커져갔다. 

게다가 몰락해가는 高麗王朝에 흔란을 加重한 것은 慶뚫의 준동이었다. 그 준동은 특 

히 悲感王 이후에 전국 海뿔地帶에 결쳐 일어났다. 왜구에 대항할 海軍을 갖추지 못한 

고려조정은 곤경에 빠졌고， 국민은 不安속에 지냈다. 그러한 곤경과 國家權力의 쇠잔상 

태에서 질력자 李成桂가 王이 되는 것은 사질상 公式的 節次만 남아있는 셈이었다. 

드디어 공양왕 4 년 (1 392) 7 월 17 일에 그가 추대되어 왕위에 오르니 11찌， 王統은 

475 년간의 王民로부터 李民로 옮켜져 이른바 易姓華命 114)이 이루어졌다. 그 1 년후에 

는 國號가 「朝蘇」으로 바뀌 었 다. 

112) 韓永愚， 1983(a) , 朝購前期 社會經濟맑究， 서울 : ζ西文化社， pp.30-31. 

113) 太祖寶緣， 卷第 太祖元年， 七月 며申條. 

114) 역성혁명이란 民ι에서 벌어진 특정 姓民의 王朝가 밀려냐고 소위 「天命」을 받은 새 

성 씨의 王이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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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民 姓의 新 王朝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君主政治 體制下에서는 形式上으로나 

질제 정치상 엄청난 變化였다. 역성혁명이 비록 中國式의 天命思想， 즉 ” 王朝가 天意

를 잃으면 天命에 의해서 교체되어야 한다”는 思想에 의해서 合理化될 수 있다 하더라 

도 그 本質은 政變에 의한 非正常的인 政權交替였으므로， 역성혁명에 대해서 기존 귀족 

들은 비판적이고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강하게 지켰다. 

이유야 어떠하던간에 이성계가 國王의 對明 공격 결정을 無짧로 만들어 위화도에서 회 

군하고 이를 계기로 실권을 장악하고 결국 王位에 까지 오른 일은 비록 多數 支持者 및 

民{;예 뒷받침과 平和的인 節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易姓華命에 의한 君王

이성계로서는 心亂하고 정치수행상 당연히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게다가影響力을아직 지니고있는退官忠많들이 거의 모두松京에 남아있고，그외에 

保守的인 土旅들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新興 權力階級에 반대하면서 前 王朝를 그라워 

하고 있으며， 松京 住民들도 前朝 忠百들에 대해서 同情을 지니고 있는 터에， r王民 高

麗」의 뿌리가 깊이 박힌 松京에서 계속 정치를 해간다는 것은 不安， 심리적 갈등， 非能

率등을 초래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섬란， 불편， 비능률로부터 해방되야겠다는 尤祖와 左右 兩 政초의 意圖 및 

意思는 아래와 같은 말에서도 類推해 낼 수 있다. 

」찬멜: 宰相들이 松京에 오래 살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 기 를 좋아하지 않으니 ，首

都를 옮기는 일이 어찌 그들의 본 뜻이겠는가? (太祖 자신의 뜻이라는 것을 의 

미J ...... 옛 날부터 易姓華命의 A君은 반드시 都몸을 옮겼다 115) 

趙樓 • 金士衝 : 전하께서는 큰 德과 신성한 功으로하늘의 命을 받아 한 나라를 차 

지하시고， 制度를 변경하여 萬世에 正統을 세우셨으니，마땅히 都몸을 정하심으혹 

써 〔새로 定하여서〕 만세의 基鍵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기에 영구히 도읍을 정하는 

일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일〕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116) 

” 역성혁명의 A君은 都몸〔首都〕을 옮겼다 ” 는 말은 前朝 고려 太祖 王建이 鐵原에서 

松都로 옮겼고， 明이 前朝 元의 首都 藏京(北京)을 버 리고 金像(南京)으로 옮긴 것을 

말한다. 혁명과 관련해서 수도를 옮긴 일은 淸을 이은 中華民國이 北京에서 南京으로， 

115) 太祖實緣， 卷第三， 太祖二年， 二月內子條 「上터 宰相久居松京安土 重選選都뿔其意 . 

上日 自古易姓受命之主 必遭都둠」 

116) 太祖實緣， 卷第六， 太祖三年，八月辛째條 「嚴下 以盛德神功 受天之命 훌有-國 흩%更制度 

以建萬世之統 宣定廣都 以立萬世之基 ...... 定都子鉉 以永子後 允合天A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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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세비키 혁명후 소련이 페테르브르그(現 례닌그라드)를 버라고 모스크바로， 터키가 콘 

스탄티노풀(현 이스탄블)을 버리고 앙카라로 옮긴 일에서도 그 例를 찾을 수 있다. 

역성혁명 후에 오랫동안 겪어야할 정치적 곤경을 예측할 수 있고， 中國에서의 혁명관 

련 首都移轉 事例도 잘 알고 있는 政治家 李成桂는 舊體힘j로의 指向性도 없앨 수 있고， 

새로운터로정치의 마당(場)을옮김으로써 松京소재 權門勢家들의 많存기반도 신속 

히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리하여 君民이 함께 心機一轉한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영위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를 원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李成桂는 王位에 오은 즉시 地德 조차도 쇠퇴했다는 소문이 나버린 

松京을 속히 떠나는 일을 우선적으로 바랐던 것이다. 그라고 송경대신에 風채地理上 吉

地라고 전해 셔 왔고 神秘主義 地理思想인 圖龜 신앙면에서도 吉地라고 널리 소문난 한 

양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송경은- 地力이나 地德이 쇠 약해졌고， 吉地인 한양 또는 삼 

각산 남족에 도읍하면 四悔에서 來朝하고 국가가 태평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는 미신적 

내 지 神秘主義的인 地理思想은 특히 金謂彈가 道誰記， 道옮路山歌， 神誌、秘詞 등을 이 

용하여 퍼뜨린 후 고려말기에 君民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111) 

이성계에게는그의 둥극과정으로미루어 볼때 어차피 송경은떠나야겠는데，이미 발 

전되어 있는 都市요 地力쇠퇴 소문도 널리 나버련 송경보다는 장차 정치의 새로운 中心

地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太

祖는 앞서 말한 바와같이 選都對象地로 좋게 소문냐 있고， 따라서 國民들도 당연하게 받 

아들일 가능성이 큰 한양(서울)을 松京의 「政治的 代替物」로 여겼던 것이다. 그라하여 

결국 이곳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밍 사이트-시츄어1 이션 要因

사이트-시츄에이션 要因과 관련해서 都市의 發生을 설명하려면， 앞의 주요개념 검토 

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發生 당시의 사이트와 시츄에이션 (실제적인 것이든 認識된 

것이든)을 각각 分析해 볼 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한양천도 당시 서울의사 

이트와 시츄에이션을 각각 검토하고 나서 , 이들 要因과 관련하여 설명을 펴나가는 방식 

을 택하였다. 

가. 首都選定 당시 서울의 사이트 內部構造

한양천도섣이 나올 당시는 전술한 바와같이 風水地理說이 크게 영 향을 끼치던 時期였 

으므로 「당시」 서울의 사이트， 특히 그 內部構造(山水配置)가 風水地理說에서 중요시 

하는 산수배치에 合致되는 지를 관계 古文敵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했다. 그 살핀 내용 

117) 應制詩註， 新京地理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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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漢陽 천도 當時 서울의 사이트 內部構造(山7.1<配置)

(W料i센 : 젠f폐끼i댐땐1.1:때향 lCi， 人. -;싸與j따{젠]京깅1; _11.퓨[5 
판n 分， 끼i國탱u센 fI1 li J끼 擇 'IL• 太 l\ili책:웠〕 

46 



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CD 漢陽의 北쪽에 는 三角山 (華山) 이 높게 자리 잡고 南쪽에 는 漢江이 흐른다. 삼각 

산 남쪽에 白톰山(北톰山)이 자리잡고 있고， 白돕山의 左(東)측으로 鷹峰과 觀山이 줄 

지어 있으며， 右(西)측으로는 仁묘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白톰山의 南쪽이 되고 

한강의 北쪽이 되는 곳에 木寬山(南山)이 자리장고 있다.백악산과 목먹산 사이에는 넓 

은 땅이 펼쳐져 있다. 

@ 한편 白톰山의 左右 양측에서 홀러나오는 물이 中央의 平地에서 合流하여 東으 

로 흡러가다가(開川 : 淸뚫)11 ) 뚝섬 西쪽에서 한강으로 흘러 빠진다. 

@ 한강은 그 上流의 北漢江과 南漢江 兩水가 楊平에서 合하여 西進하다가 三角山

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을 뚝섬 西쪽에서 받아 漢陽 南쪽을 거쳐 西流한다 118) 

위의 내용을 地圖化한 것이 그림 4 이다. 이러한 사이트 내부구조에 입각해서 당시 

한양천도 수장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질을 한양의 長點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한양은 중앙이 평탄하고 四方이 높다. 

둘째， 六의 前方 뜰인 明堂이 넓다. 

셋째， 水口가 環抱된다. 즉， 물 흘러나가는 곳이 바깥쪽에서 바라볼 때 山으로 가려 

진다. 

넷째， 後山(玄武， 鎭山， 主山)인 白톰山이 적절하게 높다. 

다섯째， 山들， 즉 좁龍， 白虎， 朱崔， 玄武가 한양을 둘러싸서 좋다. 

여섯째， 山服의 方向과河JII(한강)의 방향이 進(방향이 서로엇갈림)의 關係를 이루 

고 있어서 좋다 119) 

위와 같은 形勢는 모두 風水說， 특히 國都風水說에서 重視하는 「明山吉地」形狀에 아 

주 가깝다 120) (그림 5 , 6). 明山吉地가 되려면 主山， 祖宗山， 朝山， 좁龍， 白虎， 案山

內水， 外水， r山水의 뺑」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데， 한양의 경우， 北쪽의 白돕山 

118) 新增東國興地麗覺， 卷之=， 훌훌城府形麗條 「北擾華山 南臨훌水 .•.... 士地2fS術」

大東뿔地圖 京갯五部部分. 

119) 新增東國與地麗寶， 卷之 京都上序條 ; 卷之三， 漢城府形勝條.

東國興地備f~ ， 卷之一， 京都序條， 國都條.

擇里志， 八道總論， 京훌훌條. 

太祖實錄， 卷第六， 太빠三年， 八月康辰條， 辛gp條.

120) 辛{光柱， 1982. 風水地理.明堂學講論(上)， 서울 : 韓國댐校名蓋編훌委u會， pp.12 , 214-

239. 

崔.설祚， 1984. 韓園의 風水思想， 서윤 : l(音l띠:， pp.233-238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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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國都風水地理說上의 明山솜地形狀 

〔辛f光柱 • 筆者〕

그림 6. 漢陽의 좀地形狀 地形 : 그립 5 對比

〔資料·源 : 서울 , 뚝섬 , 안양 , 둔전리 , 고양 , 의정부 1 : 5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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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三角山 (祖宗山)

@ 白폼山(北톰山) (主山)

@ 騎山(좁龍) 

@) 1.二 R王山(白虎)

@ 木훌山(南山)(案山) 

@ 冠톱山(朝山) 

@ 開川(內水)

@~쫓江(外水) 

짧꽉선 100 m 이상 山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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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主山 겸 玄武(北山)이고， 그 左측의 騎山은 좁龍便山)， 右측의 仁묘山은 白虎(西

山) , 백악산을 마주보고 있는 목먹산(南山)은 案山 겸 朱崔(南山)에 해당된다. 그라고 

漢江 너머 멀라 자라잡고 있는 冠돕山은 朝山 (앞에 멸랴 있는 山)이고， 그 반대 방향에 

있으면서 白돕山이 뻗어나온 三角山(北漢山)은 祖宗山， 즉 여러 산의 服이 나온 산에 

해당된다. 한편 明堂을 포함한 中央低地에는 內水가 主山인 白돕山에서 흘러나오고， 그 

물은 밖으로 흘러 外水인 漢江에 합쳐져 「山水의 進」을 이루면서 西進하여 좋다는 것이 

다. 이상의 山水配置을 明山吉地 基本形狀과 알기 쉽게 對比해 보면 아래와 같다. 

漢陽山水의 明山吉地 形狀과의 對比

明山吉地 形狀 漢陽 山水配置

祖宗山(太祖山) 二角山(北漢山)

主 山(鎭山， 玄武， 北山) 白 폼(北돕) 

좁 龍(東山) 騎 山

白 虎(西山) 仁莊山

案 山(朱崔， 南山) 木竟山(南山)

朝 山 冠돕山 

內 水 開)11 (淸짧)11) 및 이라로 流入하는 河川

明 堂 宮關 터 

外 水 漢 江

위와 같은 意識은 太祖實錄이나 擇里志등 關係古記事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그중 代表的인 것 몇개만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무엇으로 地理를 論할 것인가. 먼저 水口를 보고， 다음은 들〔平野〕의 形勢를본 

다. 다음에 산의 모양을 보고， 다음에는 흙의 빛깔을， 다음은 물의 理致를，다음은 

朝山과 朝水를 본다. 무릇 水口가 엉성하고 넓다렇기만 할 곳에는， 비록 좋은 밭 

萬 이랑과 넓은 집 千間이 있다하더라도， 다음 世代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흩어져 

없어 진다 반드시 水口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 보 

아서 求할 것이다. 그러나 山中에서는 水口가 닫힌 곳윤 쉽게 求할 수 있지만，들판 

에서 水口가 굴게 닫힌 곳이 어려우니，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한다. 

높은 山이냐 그늘진 언덕이나 평으로 흘러드는 물이 힘있게 版局을 가로 막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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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곳이다 121) (擇里志).

또 우뚝 솟아 삼각산 白雲台로 되었다. 여기서 다시 南쪽으로 白돕山이 되었다. 

形家뼈‘水家〕는 白톰山이 ‘하늘을 꿰뚫는 木星〔봉우려가 둥그스렴한것〕의 形局

이며 , 宮城의 主山이다 ’ 라고 한다. 東南北쪽은 모두 큰 江이 둘렀고， 西쪽으로는 

바다의 湖水와 통한다. 여 러 곳 물이 모두 모이 는 그 사이에 白돕山이 서라어 얽혀 

서 , 온 나라 山水의 精氣가 모인 곳이 라 일컷는다.122) (擇里志).

우리나라 안에서는 松京이 제일 좋고， 이곳〔白톰山 南地〕 이 다음으혹 좋은 곳입 

니 다. 유감된 것은 乾方뎌t方〕 이 낮고 水果이 抽編한 것 뿐입 니 다 123) (地師 尹

혹를連). 

이곳〔白돕山 南地〕의 形勢플 보니 王都가 될만 하다.124) c:*祖).

이곳〔白돕山 南地〕은 四面이 높고 秀麗하며 中央이 평 탄하여 城을 쌓아 都물을 

정할만 하다고 생각되나， 策意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125) (王師 自超).

華山은 높이 솟고 漢江水는 철철 흐르니 하늘이 만든 땅 평 탄하게 펼쳐 넓도다. 

· 흐르고 흐르는 漢江水 나라 都몸을 둘렀는 데 風氣 〔地氣〕 가 모인 곳에 둘러 

싸여 完全하도다 ...... 千萬年에 길이 길이 三韓 땅을 鎭하려 126) (權近)

위와 같은 사이트 內部構造上의 特性은 당시의 風水說에 입각해서 보아도 홀륭한 것 

이었지만， 首都防衛의 면에서도 가치있는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白돕山， 仁III山， 木竟

山， 路山의 네 山을 연결하는 內環(iIUler ring)에 都城을 쌓았고， 이들 산사이에 각 

각 하나씩 모두 네개의 城門 (4 大門)을 세웠다(後述). 그리고 祖宗山이면서 外環(ou-

ter ring)의 主峰인 北漢山(三角山)에는 산성을 쌓았는 데， 이 山城은 仁狂山- 陣峰

121) 擇里志， r-居總論， 地理條 「何以論地理 先看水口 次看野勢 次看山形 次看士色 次看水

理 次看朝山빼水 凡水口鷹藏철潤處 雖有良田萬훨 廣慶千間 類不能傳世 담然消散흉敗 必

求水口關銷 內開野處좁眼 然山中易得關銷而 野中難以固密則 必須遊水핑)無論 高山陰板有

力網流 週爛堂局則솜」 

122) 擇里志， 八道總論， 京鍵條 「又特起 않三角山白雲台 담此南下 ...... 짧白톰 形家言衝天木

星 않宮城之主 東南北皆大江也 뱀-通海i뼈 解結於聚水都會之間 稱뚫-國山水聚會精神之 

處」

123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年， 八月康辰條 「趙행境內 松京穩上 此地짧次 所可恨者 乾方低

下 水폈抽뼈而BJ 

124) 太祖寶銀. 卷第六， 太祖三年， 八月康辰條 「今觀此地形勢 可짧王都」 

125) 太祖實鍵， 卷第六， 太祖三年， /\月康辰條 「此地四面댐秀 中央平術 宜짧城둠 然從聚意乃

定」

126) 新增東國뿔地麗覺， 卷之三， 漢城閒짧離흥 「華山萬범 漢水活活 굿作之區平術 ...... 휩휩훌 

水 T國是環 風氣‘之훌훌 樓抱以完 ...... 於萬斯年 永鎭三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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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慶에 의하여 都城과 연결되도록하였다. 이처럼 山 配置를 수도방어에 利用하였던 것 

이다〔後述). 

한편 당시 漢陽의 사이트를 騙의 次元에서 보면， 그림 7 에서 쉽게 알 수 있드시 漢

江의 한 河曲部上의 江邊 샤이트였다. 江邊 位置에 힘입어 한양은 높은 鐵互性을 지닐 

수 있었는 데， 이에 대한 詳述은 바로 뒤 한양의 시츄에이션 論議爛에 相互關聯的으로 

전개되어 있다. 

나. 首都選定 당시 서울의 시츄에이션 

歷史關係 古記事를 통하여 살펴본 漢陽選都 당시 서울의 시츄에이션 상태는 아래와같 

다. 

@ 한양은 灌運에 편하다. 한양은 한강 水運으로 慶尙， 全羅， 忠淸， 京離， 江原，

黃海道 地方과 통한다. 八道의 貨物을 수송하는 배 는 모두 龍山에 정 박하니 , 한얀 水

運上의 要衝地이다. 한양은 左右로 바닷가의 배편과 통하며， 그의 東쪽과 西쪽에 있는 

江에 는 全國으로부터 貨物을 운송하는 배 가 모여 드는 利益이 있다. 

@ 한양으로부터 全國 各地로의 距離가 均等하니 , 한양은 곧 國士의 中央에 자라 장 

고 있다127) 

위의 시츄에이션 상태 內容과 함께 太祖實鍵， 世宗實錄(地理志)， 擇里志등에 쓰여있 

는 다음 내용(직접 인용문)들도 음미해볼 만하다. 

都물 〔首都〕 은 마땅히 나라의 中央에 있어야 될 것인데 , 鍵龍山은 지대가 南方에 

치우쳐 있어서 東西北 三面과 멀려 떨어져 있다128) (京體左右道都觀察使 河밟). 

이곳〔母톰〕 은 이 나라의 中央에 위 치하고 있어서 i費運交通은 좋지만 129, 
(判三司事 鄭道傳).

127) 太祖實鍵， 卷第六， 太祖三年，八月햄廳 「뭘觀훌陽 ...... 四方道里之험 짧車所通 定都
子찮 ...... J 

新增東國뿔地勝覺， 卷之京都上序條 「以험四方來廷之道里J ; 卷之三，훌城府形觸條 「道
里正j참 J. 漢城뼈1011新增像 「慶尙江原忠淸京짧上流積運 皆集子此」

東國與地備f~. 卷之一， 京짧훈條 「以均四方來廷之道里J ; 卷之 漢城府山)11條 「慶尙江原

忠淸京折上流濟轉 皆集子此 黃海全羅京#f下流濟轉 皆集子此」

훌훌講짧， 卷之二，山)11鍵工隆 「又案三南濟船 由海路 至祖江 以達子훌江J.龍山江條 「慶尙
江原.忠演京農上流i홉轉 皆子此J. 西江條 「全羅忠淸京幾下流濟船 皆集子此江」

128) 太祖寶鍵， 卷第四， 太祖三年，十二月王午條 「都둠宜在國中 鍵龍山地偏於南 與東西北面相

m且」

129) 太祖實짧， 卷第六， 太祖三年，八月많廳 「此地居國之中 續運所通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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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훌陽) 

... iI훌水路 
。世宗年뻐 

까지의 開짧地 
q 5,0QOkm 

그림 8. 한양 천도 당시 서울의 시츄에이션과 조선의 풀運水路 
[ 寶科源 : 新增東國뿔地勝覺， 漢京훌훌略， 太祖寶錄， 擇뿔훈、， 
世宗寶錄地理志，서울六百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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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은〕 더우기 權運에 通하고 道里가 굵등하여 백성들에게 편리할것이다130> 

(太祖).

四方으로의 道里가 율등하고 배 와 수레 交通이 좋으니 , 이 곳에 도읍을 정하는 

일 이 ...... 131) (趙樓， 金士衝).

三南의 脫租를 질은 배가 모두 손돌목〔江華島 남쪽의 여울〕을 지나서 한양에 올 

라오는 까닭에 ...... 132) (擇里志).

漢江은 ...... 서울 남쪽에 이르러 漢江獲가 되고 ...... 西쪽에서 露獲律도들나루〕 

이 되며 또한 龍山江이 되 었는 데 , 慶尙， 忠淸， 江原， 京離道의 上流로부터 배에 

실어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쳐 서울에 다다른다 133) (世宗實鐵 地理志).

위 내용들을 地圖化한 것 (계룡산 관계는 제외 )이 그림 8 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당시 

한양은 河川 交通上 禮成江-北漢江 線의 中間에 있고， 또한 예성강-南漢江 선의 중간 

에 있으며， 海路에서는 南海뿔과 西海뿔으로부터 漢江 河口에 닿아 거기서 계속 한강을 

소급하여 漢陽에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한양의 水路에 대한 초선초기 高位政策 決定者들의 높은 接近性 認識은 水路外에 다 

른 大量運送 수단의 발달이 거의 없었고， 또한 특히 중앙정부의 經濟-財政的 기반인 

各地塵物(租椰 운송을 주로 水路에 의존했던 당시에 한양이 首都로 정해지는 데에 대 

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中央-周邊 距離 最少化와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 

는 最少 總和距離 (minimum aggregate distance) 확보를 통하여 통치효율을 높일 

수 있는 中央的 位置 134)도 높은 接近性과 함께 統治上 중요시되는 것인데， 朝解 초기의 

위정자에게도 이것이 예외일 수가 없었다. 

높은 접근성을 지닌 중앙적 위치는 수도가 政治理念 및 統治의 中心地로서 全 領土의 

保全 (integrity) 및 管理나 全 國民에 대 한 政治的 社會化 (po 1 i t i c al s oc i a 1 i za-

tion) 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偏心的 位置보다 時間上으로나 費用上 윌등하게 便利한 

것이다 135) 그런데 정치적 사회화란 領土內 國民들을 求心的으로 이끌어들여 참 국민 

130) 太祖實鍵， 卷第六， 太祖三年，八月康辰條 「況濟運通 道里협 於A事 亦有所便乎」

131)太祖實鐵， 卷第六， 太祖三年"八月햄廳 「四方道里之均 冊車所通 定都予鉉 ...... J 

132) 擇里志， 八道總論， 京離條 「三南租船 皆從孫石項 上京故 ...... J 
133) 世宗莊憲大王實緣(以下 世宗實鍵이라함)， 卷第-四八， 地理志， 端宗二年， 京嚴都觀察條

「漢江 ...... 至京城 南屬훌江獲 西짧露樓律 又西짧龍山江 慶尙忠淸江原道及京廳上流뽑 

運 皆由此 速子京」

134) O. Adejuyigbe. 1972.0p. cit .• p.127. 

135) J. C. Nwafor. 1980.0p. ci t.,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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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136) 

이상에서 한양천도 당시 서울의 실제상 및 認識상의 사이트-시츄에이션은 이곳이 朝

蘇의 수도가되는데에 아주크게 作用하였음을알수있다. 단순하게 생각할때는 風‘

水說로 보아 한양의 사이트 內部構造(山水配置)가 잘 짜여져 있어서， 단지 이 이유만 

으로 한양이 수도로 정해졌다고 여기기 쉬우나， 실은 이곳의 시츄어l 이션이 사이트 內部

構造와最少限 對等한 무게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理由는 太祖와 그 주위의 高位 重百들， 가령 左 • 右政承， 判三司

事， 京離左右道都觀察使등 모두가 앞의 直接引用文에서 얄 수 있는 것처 럼 中央的 位置

의 시츄에이션을 크게 嗤調한 전파， 太祖가 非中央的인 계룡산 南地(太祖의 1 次 親路

地)를 포기한 후 擊論된 수도 후보지 모두와， 계룡산 터 답사후 太祖의 親路地 모두가 

조선의 中央地域內장소들 (2 次親錯地母폼， 3 차친답지 南京(한양)舊宮地 4 차 

친답지 積城 廣實院 5 차 친답지 臨律 都羅山) 이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국 한양은 地理的으로 괄때 그 사이트 內部構造가 「山水의 만남」이 라는 風水地理

上의 必要條件을 갖추었고， 周圍塵地가 防衛上 有效適切하였으며， 시츄에이션上으로도 

폼치에 有利한 位置플 차지하고 있어서， 朝解 初에 이나라의 首都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136) 任德淳〔譯)， 1974 , 前揚書， PP.30. 100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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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의 首都로서의 發展過種

초선의 首都로 정해진 후 서울이 最近에 이르기까지 「首都로서」 어떻게 발전하여 왔 

는가를 살펴 기 위해서 , 序論에서 말한대로 時間斷面的 方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발천 

과정을 順沈的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歷史的 쫓機가 된 年度들， 특히 政治體制의 

變化가 일어난 年度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7 개의 時間斷面을 설정하였다. 

l順次的 時間斷面들 

1 • 首都 (1394) 初期

2. 훌 · 淸 來홉 (1 592-1636) 後

3. 甲年更張 (1894 ) 初期

4. 朝蘇 總督府體制 (1 91 이 初期

5. 大韓民國 (1 948 )初期

6 _ 第 3 共和國 (1963 ) 初期

7. 第 4 共和國 (1 973 )初期 및 그 後

위의 단연설정을 위해서 우선 조선 ~ 현재에 일어 난 國家水準의 政治體制 變化를 찾 

아 보고냐서 @ 朝解 王朝開創-新 首都 漢I場선정 (13æ~94) ， @ 甲午更張 (1894) , @ 

日帝의 조선통치 -조선총독부 체제 (1910), @ 美國 軍政體制 (1 945) , @ 大韓民國(제 

1 공화국) 정부수립 (1 948) , @ 第 2 共和國 體制 (196이，(1) 第 3 共和國 體制 (1~3 ) 

@ 제 4 콩화국 체제 (1 973), @ 제 5 공화국 체제 (1981 )등 9 개의 體制變化 事件을 잡 

았다. 이중 미국 군정체제 (1945'"- 48)는 새로 수럽될 대한민국 정부로의 政權引導까지 

의 짧은 기 간에 걸친 過獲體制였고， 제 2 공화국 체 제 (I 960 '"- 61)는 그의 政治理念을 쿠 

현해 볼 사이도 없이 곧 제 3 공화국 체제로 바뀌고 만 잠간동얀의 체제였기 때문에 제 

외하였다. 

그러고 제 4 공화국 체제와 제 5공화국 체제 (1981 ~ )는 時閒組織上의 문제 (JJ Ij↑固ft하 

기에는 제 4 공화국 체제냐 제 5 공화국 체제 각기 모두 그 期間이 너무 짧은 점 )가 있어 

하나로 묶었다. 그러냐 제 5 공화국 시대중의 狀態를 제 4공화국 이후 계속해서 찾아내 

분석하지 위해서 時間斷面 名稱은 r第 4 共和國 (I 973) 初期와 그 後」로 정하였다. 

또한가지 言及할것은「훌·淸來홉 (1592 - 1636) 後」라는단연설정이마 위 내침이 

國家水準의 정치체제 變化를 갖고온 것은 아니냐， 조선왕조 開創부터 甲午更張까지 이 

르는 기간이 500 년이라는 긴 기간이어서， 적철한 단연을 그 사이에 하나 넣어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위 기깐중에 일어난 여러 사건중 國內情勢에 커다란 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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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을 끼쳤고， 事後 서울의 A文地理相을 크게 變化시킨 王辰慶亂파 內子胡亂을 묶어「慶 

• 淸來홉後」라는 하나의 단연으로 추가설정하였마. 그리고 각 단연을 本 首都맑究 전개 

에 적합하도록 表現을 약간씩 조정하여 앞에 제시한 것과 같은 7 개의 단연으로 確定하 

였다. 

本 章에서는 앞의 각 단연상에 나타냐게될 서울의 통치-행정적 뼈面(수도의 통치 -

행정 적 우조， 機能量， 강초된 機能)과 空閒的 個U面(수도 지역 쿠조 · 變鏡， 特別關心 地

區， 市域親模， A口規됐)을 단연벨로 과거~현재 l順으로 살폈고， 이 를 根據로 首휠ßV'J期 

부터 근래 (1 981, 제 5 공화국 초기)에 이르기까지 全期밝j에 걸친 발전과정을 정리하였 

다. 

각 단연을 살핍 에 잉어서 통치 - 행정적 얘U面에 있어서는 대체 적으로 그 構造，機能量，

강조된 機能 順으로 하였고， 공간적 측면의 경우에는 지역구조 • 變模， 특별판심 지구 , 

시역규모， A口親뤘 l뼈으로 하였다. 

(1 ) 首都 ( 1394 ) 初期

太祖가 한양을 수도로 결정한지 2 個月 後에 조선의 首都地位는 松京에서 團場으로 옮 

겨졌다 13η 이어서 한양에 宮關파 宗顧등이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그 이듬해인 1395 년 

에는 종래의 「漢I楊」이 「漢城」으로 改名되었다. 

新生 朝輯政府도 다릎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속 · 발천을 위해서 아래와같은여 

러 國家的 必須機能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CD 國土保全을 위 한 軍事力 維持

@ 國內安定을 위한 흩홈察力 維持

@ 國際關係를 유지하고， 他國으로부터 生氣 (vitality)를 받아들이기 위한 外갖遭開 

@ 國家經쏠을 위 한 脫金徵收와 듬김錄保存 體系 ￥밤춤 

@ 載웹j의 運營

@ 國民形成( nation-building) 을 위한 敎育運營 138> 

朝解의 경우 更 • 戶 · 禮 • 兵 · 쩌 .I의 6 뽑가 위 織能들을 분담하였는데 , 이들 6 조 

는 前朝 고려의 6 部를 계승한 것이었다. 

조선정부외 최고행정부처인 6 조가한양(서울)에 자리장게 된것은， 이곳서울이일 

137) 太祖實鐵， 卷第六， 太祖三年， 十月辛째條~甲午條. 

138) G. A. Jacobsen and other , 1956 , Politcal Seience , NewYork: Barnes ,p.17. 

P. J. Taylor ,1979. “ Political Geography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3-1 , p.139. 

횡a解의 경우 載뼈의 운영윤 1894 년의 근대적 개혁 (갑오경장) 이후에도 法務衝門 소속 

의 .zp:理院(고둥재판소)에서 천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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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천국 主導· 管掌力」이 막가한 이른바 統細的 首都(head capita I)가되게한 가장 

쿠체성있는 政治地理的 事件이었다. 

전술한 국가적 필수기능중 軍事力 및 훌훌察力 維持는 兵塵가 맡았고， 外交展開와 敎育

運營은 禮豊가， 規金徵收는 戶費가， 재판운영운 升U醫가 맡았다. 그러고 A事를 포함한 

총무는 주로 更費가， 훌業進興은戶塵 및 工費가 맡았다. 이들 六塵밑에 武選司，典客司

둥모두 18 개의 司 139)가 各費內의 국가적 필수기능(업무)을實鏡次元에서 쿠체적으 

로 분담· 수행하였다. 司는 오늘날 중앙부처의 課， 정우에 따라서는 局에 해당된다. 課

水準의 機構 數를 통치 기능 數(量)로 간주하는 본 연구의 입장에서 볼 혜 , 司 數 18 은 

바로 초선 수도초기 서 울의 통치 기 능 량이 된다， 6 醫가 아닌 司憲府， 司課院둥 지타 中

央官暑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이 對民統治와 直接 關聯된 기관이 아니었기 

혜문이다. 오늘날의 경우에도 藍훌院， 國家安全企劃部등 중앙판서를 제외하였는데 그 

理由도 위와같다. 

통치량 18 만큼의 기능을수행해 가는가운데 조선정부는 太祖~世祖期에 國家·君王

의 權威 確保 • 提示를 위하고 首都外觀의 雄빠化를 통한 國民의 ￥암持高錫을 위하며 , 그 

리고수도의 통치-행정업무의 수행을위하여 漢城에 景福宮(正宮) , 昌德宮， 6 塵廳、옴등 

을 건조하였다. 또한 王統의 正當性 꿇示와 王室에 대한 國民愚情 結集을 위하여 龍飛

細天歌가 제정되었고， 佛敎를 배척하는 대신에 新 朝蘇의 統治에 적합하다고 본 備敎를 

더 욱 숭상하였 다. 李成桂를 추대 한 改華派 庸톰들은 자신들의 포부인 庸敎理念에 입 각 

한 中央集權的인 官應國豪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이다.140) 그리고 새로운 통치의 썼率 

t뽑大를 위해서 全國 地方行政 區域體制를 京鍵 • 五道兩界에서 8 道 체제로 개현하였고 

통치조직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짧國大典編幕에 착수(世祖 혜)하였마.， r 8 J개의 道로개 

펀 한 것 은 조선조정 이 신봉한 陰陽五行思想、과 이 에 대 한 朝蘇支配l홉 사람들의 해 석과도 

판계가 있다. 이 사상에서는 「相生의 理致」상 「水生木」으로서 「水」는 高麗朝에， r木」은 

朝解朝에 해당되는데， r 8J을바로木德의 상징수로보았던 것이다 141) 

또한 豆滿江邊에 6 鎭(鍾城， 穩城， 會寧， 慶源， 慶興， 富寧)과 騙綠江邊에 4 君~( 聞

延， 羅、城， 옳昌， 盧뽑)을설치함A로써， 北部邊境의 開結과安定化에 힘썼다. 위일들 

도 역시 漢城에서 計劃 • 主導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성(서울)윤 朝輯 初期에 國民을 

結束하고， 統細의 일을 하고， 邊境을 安定化 • 維持하는데 크게 힘 을 기우렸 막 

139) 太宗옳定大王實鍵(이하초쫓훌훌훌이라함) • 卷第九， 太宗五年， 三月困申條 • 

140) 韓永愚. 1983 ( a) , 편뿔훌 p.47. 

14 1) 鄭훌復. 1978. 庸敎哲뿔思想廠說， 서울 ; 螢뿔出版社 p.l03. 

韓永愚. 1983(비， 鄭道홉思想의 맑究， 셔울 ; 서울大出版部. p.37.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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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對 全國的언 統治機能과 함께 수도 한성운 自體 市城(府域)과 그 住民을 

대상으로 地方的 行政機能도 수행하였다. 한성내의 戶口， 賣를"J ， 市揚， 建動， 觀地， 山

林， 훌地， 道路， 교량， 下水道， 세 금， 순찰， 밤 시 간 얄리 가 , 차량등에 판한 업무를 판 

장하였던 것이마쟁) 이러한 가능은 國家維持， 防衛， 他國파의 關係維持와 같은 中央政

府의 基本的 내 지 필수적 인 統治機能과는 次元이 다르마. 위 地方行政 機能( 活動)은 수 

도 한성에게는 非基盤的 (non-bas ic) 인 것이 다. 이 들 非基盤 活動운 한성 府廳內 更，

戶 , 禮， 兵， 쩌， 工의 6 房에 의 해서 아래와 같이 분담· 수행되었는데， 그들 房은 당시 

의 機構 階I홉構造나 그 機能으로 보아 오늘날 서울 市廳、內의 局보다는 實務를 구체적으 

로 맡고있는 짧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마. 

更房 ...... 憂밟 판장 

戶房 ...... 帳購(戶口， 地田， 家屋， 정지， 負慣등) 판장 

禮房 ...... 王子 • 公主의 配偶者 選擇， 山옮(훌地級爭) 판장 

兵房 ...... 밤시간 알리가， 入山暗흉금지， 순찰 판장 

升U房 ...... 檢察， 도적 방지에 판한 일올 판장 

工房 ...... 도로， 교량， 차량， 顧投 판장 143) 

위와 같은 課 水準의 房 數에 의거할 혜， 당시 한성의 地方行政 機能量은 6 이었다. 

漢城의 市域 (250.6 뼈)은 홈職 안쪽의 願區域파 바참쪽의 城區域으로 구성되었다. 都

市構造上 城內區域은 中核地域( core area )에 해당되고， 城外區域은 周邊地域(peri -

phery area)에 해 당된다 (그림 9 ) • 그런데 城外區域은 都城 밖 10 里까지의 區域(소 

위 城底十里)으로서 그 안에서는 入賽， 벌목등이 금지되어 山野保存이 행해졌으므로， 아 

마도 한국 最初의 그런벨트( green belt) 였다고 할 수 있겠다. 城底十里에 판한 最初

기록물인 世宗훌훌錄 地理志를 보면， 그것은 東￡로는 松홉院 • 大 l뼈， 西로는 楊花獲 • 

德水院， 南으로는 漢江 · 露獲(노량진)까지였다썽 이중 몇개의 古地名은 오늘날 어느 

곳인지가 확설치 않으나， 英祖 띠} 간행된 四山蔡標圖(그림 10 )를 보면， 성저섭리는 대 

체로 東으로는 中浪) 11 , 西는 沙川(弘濟川) , 南으로는 漢江， 北윤 北漢山까지였다고 할 

142)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72 ，서울通史 (上)， pp.111-1l2. 

143) 上휩書， p.112. 

144) 보쫓흩藝， 卷第-四八， 地理志， 端宗二年， 京都훌媒규條 「東至樓州松홉院及大빼 西至錫

花獲及高陽德水院 南至훌江及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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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外區域(城底十里)

--.J L-
-:r 

그림 9. 朝蘇首都初期 서울의 EE間的

構造 : 城內(中核)-城外(周邊) 構造
(ft料 i原 : ì셋-京-誠略〕 

3 大路

수 있다. 이 성저섭리의 限界는 곧 당시 서울(한성 ) 市域의 한계 145) 가 되었마. 여기 

서 한가지 注g할만한 것윤 당시 關係 當局者의 境界意議이 천적으로 自然地物(physi -

cal feature)에 依存하고 있 었다는 점이 다. 

조선초기 王都漢城 造成은 中國古來의 西安(康 首都)의 경우처럼 首都內 中央에 宮城

( 景福宮)을 두고 (이 점은 松京의 경 우에도 같다..)， 그 南쪽에 宮衝( 6 團)와 道路，朝市

(市塵)를배치하는式으로이루어졌는데 (그림 11 ), 이런식의 궁성·판아·道路배치 

145) 훌京識略， 卷之二， 關外各司五部條 「東自홈洞水驗l뼈牛耳:j JL뇨下맺里長位里松훌橋 至中梁浦

以川옳限 南自中梁浦짧單橋新村豆毛浦 至龍山 以川江옳限 西엄石웹뼈時威洞沙111樓聖山 
훌遠享 至麻浦 以JJ I江짧限 北담大홈洞普賢峰錯趣뼈嚴爛山延&훌훌館基大훌里 至石뽑뺑 
西南슴流處 以山홉옳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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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 西安에서 따왔거나 닮았다고해서 「西安型J (또는 「北鍵型J )이라 한다 146) 西安

型 造成에서는 일반적으로 北極을 重視하는 사상에 입각하여 궁성을 수도내의 北邊( 都

城이 있는 경우 都城內 北邊)가운데에 두고， 그 남쪽에 관아 • 도로를 두는 것이 보통이 

다. 이경우宮城南쪽의 宮城·官衝에 직결되는南北大路는하나의 커다란中心輔올 이 

이에 대해서 소위 「北京型J (또는 「周禮型j ) 造成에서는 首都內 한가운데에 궁성을 두고， 이 

풍성에서 4 方으호 井字形의 大路를배치하며， 판아는궁성 南혐1. 市塵은北힘1 배치하는 것 

이 보통이다. 147) 

한성의 경우 뼈安型 造成을 보이면서도 그 都城은 중국고래의 首都들에서 흔히 불 수 

있는 것처럼 4 角形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그럼 10 )은 山地 地形의 l:lJ<껴적 이용(성 

벽을 쌓아서)을 고려하고， 또한 山水配置를 크게 중요시하는 風水地理說에도 입각해서 

陸j都를 造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景福宮은 앞에 말한 宮城으로서 國都內 北邊가운데(대체로)의 山麗(白톰산록) 밑에 

건조되었다 (그림 10 , 11). 그의 正門인 t化門의 바로 南쪽 左右에 議政府， 六塵，漢城

府등의 官衛(廳、舍)가 자리잡아 이른바 「六團거리」를 이루었다 (그림 12 ). 이 거리는 景

福宮， 光化門에 直線으로곧장이어져 王都漢城의 中心輔이 되었다. 이 거리에서 塵보다 

上位인議政府청사는上位方向인 東뼈(左測)에， 그중에도풍궐에 가까운곳(最止位곳) 

에 자리잡았고， 六뽑 각 청사는 更， 戶(이상 東측) , 禮， 兵， 쩌， 工(이상 西측)의 순 

서에 따르면서 王宮 및 各塵간의 쉬운 접촉을 위해서 그 거리에 그림 12 처럼 분포하게 

되 었다. 漢城府 청사도 한성이 수도안 까닭에 중앙부처 대우를 받아 六塵 거리에 위치하 

였다. 

이 육조 거리는 朝雖國을 保全하고 安定되게 하며 걸이 존속하도록하는 국가적A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리， 다시 말해서 漢城內에서도 가장 政治的이고 國家象徵

的인 거리였다. 또한 그 거리는 外國A들에게도 상당허 크고 威嚴있는 거리로 보여지고 

느껴졌을 정도였다. 1뼈) 또한 그 거리는 景福宮과 어울리어 外觀의 셔土重性 (grand man-

146) 木內信藏. 1952 , 都市地理學 맑究， 東京 : 古今훌院， p.203. 

尹定燮， 1984. 都市計훌U史 : 比較맑究， 서울 ; 建友社， p.66 。

147) 木內겸藏. 1952. 휠휠훌， p.203. 

高野史男:'tfi.). 1979 , 世界(j)大都市 (까 , 東京 : 大明堂， p.181. 

失守-彦， 1970 , 都市 7
0

7 ν(j) 1iFf究， 東京 : 大明堂， pp. 222- 223. 

148) 韓國 日報， 1976. 1. 1. “允化門앞 寶禮行列”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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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朝蘇 首都 初期의 中央官衝거리 (6 費거리) 
〔홉料源 : 漢京識略， 서울古地圖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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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을 形成하여 , 쳐펴 및 조정 重토들이 趣圖한 바 있는 國家的 威信 l뼈) ( na tiona 1 pr

es tige )이 나 쯤持를 國民들에 게 보여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 들이 는 일 을 하였 다. 

상징적인 거리냐 場所는 自體가 지니고 있는 짧生初期의 理念(가령 民族主義， 예술 숭 

상정신) , 外形， 그후의 傳統등을 매개로하여 그것을 자주 보는(또는 그곳에 사는) 사 

람들에게 그들이 갖고있는 信念을 다시 새롭게 하여주고， 土氣를 높여주고， 成長-성취 

능력을 彈化해 줌으로써 강한 感情的 연계 (sentimental association)를 유발시켜주 

는 機能을 하는 것 이 다. 150) 

그렇게 造成된 육조 거리는 한국 수도내의 歷史的 센타( hi stori c center) 로 성장 

하였다. 商I~業을 바탕A로 해서 일어난 도시에는 初期부터 성격상 商工業的 내지 經濟

的인 CBD( 中央 業務地區 central business district )는 질 형성되는데 박f해서， 종 

교냐 정치를 바탕으로 시작된 都市에는 대개 敎會堂， 公共顧、舍， 公會堂， 博物宮둥어 자 

리잡고 있는 歷史的 센타가 형성되어 威信섰는( prestigious) 분위기 냐 貴族的( arist-

ocratic 분위 기를 보여주는 것이 常例이 다. 표D 

한펀 中國 및 高麗 王都 造成手法에서 천래된 「左願右社J (東蘭西社 ; 王城位置 基準

A로) 原則에 의해서 景福힘의 東쪽 (당시 運花행， 현薰井洞)에는 朝解 諸祖宗의 神主

를 모신 宗蘭를， 西쪽 (당시 仁達행， 현社援洞)에는 國土神 및 총상神에 대한 제사를 지 

내는 社樓增(國家的 제사단)을 배치하였는데 152) 이 종묘 및 사직단은 중국에서 나 마찬 

가지로 조선조에서도 國內 最高의 象徵성 中心으로 받들어졌다.해3) 그중에도 종묘는 특히 王

宮과 최소한 同時에 설치되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조선의 경우에도 이 原則에 따랐다.그 

그리고 {需敎를 國家理念、으로 삼았던 까닭에 中國 및 우리냐라 庸賢의 位牌를 모셔두고 

149 ) 太祖實緣， 卷第六， 太祖三年， 十-月 E종條 「宮關 所以示尊嚴 而出政令」

E. F. Bergman, 1975. Op. ci t. , pp.182-184. 

J. H. J ohnson, 1972. Urban GeograPhy , Oxford: Pergamon ,p. 29 참초. 

150) W. Firey , 1945 ,“Sentiment ar퍼 Symbol i sm as Ecological Variables" , in: 

E. J ones( ed.) , 1975 , Readi ngs 찌 Social Geography , Ox ford: Oxford Univ. 

Press ，때。 139 ， 14 3- 144. 

151) R. C. Fried and other , 1980 , Op. cit. , p.119. 

152) 太祖實緣， 卷第六， 太祖三年， 十-月己玄條.

新增東國興地勝賣， 흉之 京都上 훌훌혐社樓엉훌條， 宗顧條.

尹定燮， 1984 , 前揚홈. p.85. 

高野史男(外)， 1979. 前揚훌， p.18 1. 

153) 太祖흩錄， 卷第六， 太祖三年， 十"---月 己玄條.

차주환(역 ) • 1959. 중국문화사총설(錢種 原著， 中國文化史導說 ), 서울 : 文敎部，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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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지내는 文顧를 당시 최고 교육기관(大學)안 成均館內에 두도록하고， 이를 首都 北

東쪽(당시 슷를敎행， 현明倫험u)에 세웠다 (그림 11 ). 

首都初期 漢城所在 중요 교육기판인 成均館은 四書五經을 중심으로 연수를 시켰는데， 

이는 그 建學텀的이 유교를 연구 • 보급하고 橋敎理念에 밝은 고급인재를 양성함에 있었 

기 혜문이다. 成均館 外에 이의 縮小版에 가깡고 또한 이보다 下級언， 현재의 中等課程

格언 東， 西， 南， 中의 四部學堂을 두었는데 그 位置는 각각 오늘날의 鍾路 6 衝(당시髮 

善행) , 太zp:路(당시 餘慶행)， 仁빼洞(당시 誠明행) , 中學洞(당시 觀7t:tlJ)이었다， 1닮) 

한성에는都城도. 축초되었다. 그리고 이 城에는 {需敎的 五大德、!3 (五德、)중 仁， 義，禮

智에 해당되는 4 개의 大門파 이들 사이에 4 개의 小門이，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 德目

안 信에 해당되는 鍾圍(普信聞)이 市內에 각각 아래와 같이 세워졌다. 

大門파鍾圍 

東 ...... 興仁之門(東大門 ) 

西 ...... 敎義門(西大門)

南 ...... 뿔禮門(南大門) 

東南 ...... 7t熙門(水口門)

西南 ...... 昭德、門(後에 昭義門，

西小門)

門

北 ...... 輔淸門(招智門) (後에 薦靖門

，北門)

中央 ...... 普信圍

東北 ...... 弘化門(後에 惠化門， 東小門)

西北 ...... 흉義門 15잉 

위의 4 大門과 보신각 배치는 마음과 같이 五行-五方-五德、(五常) 思想、 156) 과 판련 

되어 이루어진 것 이었다. 

154) 新뺑東國興地勝聲， 卷之二， 京都F 文職公暑成均館條， 中南西東學條.

東國興地備放， 훌之 京都 文職公홈成均館條，中東南西學條. 

漢京훌훌略， 卷之二， 톨월外各司成均館條， 四學條.

서울將53"市史編훌委員會， 1977 , 서울六百年史「-) , pp.769 , 785 , 791-793. 

155) 4 小門(間門) 외에 한성 南東쪽에서 숭례문과 광회운간의 거리가너무 멀어서， 이 두문사 

이에 世祖 2 '" 3 년에 南서、門이 세워졌t:-}는 說도있다. 李困薰. 1957 ，“南小門과 開閒問

題r 鄭土서울， 1 , 서울時別市史짧훌委員會. pp.lOO-l04. 

20세기초 서울古地園i를 보면 南小門洞이라는 地名이 위 두 F 
F南힘小門종재와 곡판}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金玉慶(外 , 譯)， 1982. 高宗의 독멸햄훌훌 

분쉬博士( R. Wunsch , Arzt ;n Ostas;eη) ，大邱 ; 螢雲出版社， p.205 부록 서울밟샌圖 

참촉. 

156 ) 鄭龜復， 1978 , 前揚홉， pp. 1 02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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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行-五方-五德(죠常) 思想 : 相互對比

備 考
五 行 五 方 五德(五常)

五 方 神 五 色

木 東 仁 좁 龍 춤 

金 西 義 白 虎 白

火 南 M뿔 朱 崔 7Ji. 

水 北 용닙μ 玄 武 m 

土 中 央 ↑듭 黃 龍 黃
l I 

또한 뽑l.í城內 行빼확域은 前朝 고려의 수도 松京에서 쓰던 部행制를 採擇하여 l인)' 5 部

52 행으로 나누었다 (世宗 때는 5 부 49 방). 部는 오늘날의 根L念으로 보아， 區에 해당 

되고 행은 洞에 해 당된다. 야 밑에는 쫓， 계 밑에는 洞， 동 밑에는 統을 두었다. 그러고 

統은 5 戶로 이루어지게 조치하였다. 特記할 것은 #名이 4 大門 및 普信圍의 이름처럼 

倫理道德的이거나 神瑞로운 분위기를 풍71 는 이름으로 지어진 점인데(아래 행名參照) , 

이는 조선의 國家理念인 備敎哲學이 행名에까지 스며둔 것무로 해석할 수 있다. 

5 部 52 행 

東部( 12 행) ...... 蘇喜， 갖윷敎， 7~達， 혹종善， 建德， 德成， 瑞雲， 運化， 옳信， 仁昌，

觀德，興盛행 

F될部(11 행) ...... 廣通， 好賢， 明禮， 太平， 薰隔， 誠明， 樂善， 貞心， 明哲， 誠身，

禮成행 

西部(11 행) ...... 永堅， 仁達， 積善， 餘慶， 仁智， 皇華， 聚賢， 養도， 神化， 盤石，

盤松행 

北部( 10 행) ...... 廣化， I場德， 嘉會， 安國， 觀::7't， 鎭定， }뼈化， 明通， 俊秀，義通행 

中部( 8 행) ...... 貞善， 慶幸， 寬仁， 壽進，燈淸， 長通， 瑞購， 堅平행l않) 

위 행中 城外 것은 西大門 밖의 盤松행， 西小門 밖의 盤石행.::7't熙門 밖의 뿔信행， 仁

昌행， 禮成행， 誠身행이 다. 

한편 宮關， 관리， 漢城住民등을 위하여 商店 설치도 펄요하였으므로， 惠政橋(現 t 

化門 우체국 근처) -昌德、宮洞(現 종로 3 가 네거리)을 펄두로 鍾樓-景福宮， 종루- 월 

禮門(남대문) , 宗顧앞-興仁之門(동대문)에 左右로 약 3 ，000 칸의 行顧(聯立商街)을 

157} 췄r增東뼈與地勝賢， 卷之四， 융섬城府上建置 rJ~붉條. 

158) 太祖實錄， 흉第九， 太祖五年， 四月며午條 「今漢城府 建五部행名標 東部十二행日 ...... 南

部十-행티 ...... 西部十一야日 ...... 北部十행日 ...... 中部八행티 ...... J 日 마음의 諸행名응 

생략. 本文의 연희~견평까지가 源文의 행名(순서에 따릎)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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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宗年間에 조성하였다. 159) 이로써 그商衝-帝가 한성의 경제적 중심지가되었다. 그중 

에도 가장 緊昌한 곳운 雲從衝(현 世宗路 네거리 - 鍾路 네거리 )와 鍾樓-廣通橋(廣橋)

일대였다. 그때로부터의 傳統운 일부나마 위 地域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냐 이상과 같이 商街가 緊昌했다 하더라도 都市 천체로 볼 혜， 조선 初期의 한성 

은거의 순수에 가까운政治都市내지 官健都市狀態에 있었마. 당시의 社會·經濟·政

治的事情을고려하고， A口統計學的 計算을통해서 구해낸 서울 안구는 약 8 만 8 천 이 

었다.1때)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그 인구는 좀 더 많아 10 만 정도였다고 

추측된다. 

@ 서울은 고려시대에 揚州이면서 樓廣道內 가장 큰 고을이었다. 그러고 고려중기 

이래 대체로 三京의 하나로서 王의 젠廣地였고， 文宗때 憐近住民을 이곳으로 移

住시킨 사실이 있다. 

@ 조선 開國功몸 鄭道傳이 太祖 5 年에 쓴 朝雖經國典에 당시 서울A 口가 數十萬 161)

이라고 적어놓았다. 

@ 太祖年間에 다수의 閔良官(現職에 보입되 지 않은 판리 ; 愈設官， 檢校官등)을 中

央軍事組織(三軍都據옮Ij府)속에 묶어 서울에 살게 조치했고， 地方으로 내려간 한 

량판들을 서울에 와서 常住케 한 강제조치가 있었다 16잉 그렌데 이들 한량관의 정 

확한 數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을 軍隊組織으로 현성한 것을 보면 그 수가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한성 주민을은 대체로 階屬- 職業에 따라 住居地域을 달리하여 자리잡고살기 시 

작하였다. 開川(청계천)을 境界로 하여 그 北쪽(우대， 上옳)에는 風水上의 吉地性과宮 

關 • 판아·교육기관에의 近憐性 혜문에 주로 兩班 階屬이 살았다. 그중에도 白톰-鷹l隆 산 

줄기 南麗 엉갖l바른곳에는 高位 權力A土들이 모여살았다. 淸進洞 일대와 長橋-水標橋 일 

159 ) 서 울함딩IJ市史빼훌값員협 1972 ， 前휩띔， p.l 02. 

上同者， 1963 , 서 울略史， p.67. 

16이 판계천문가(權泰뺏 ·慣鋼톨) 가 당시의 사회 ·정제 ·정치적요인에 대한분석을하고 인 

구동계학적방식을 사용해서 얻은 1397 년의 全밟IA 口 566 만 I 천(보고된 인구는 30 여 

만)을 당시의 서울인구비율혹 볼 수 있는 1.55 %혹 곱하니까 87 ， 746 이 냐왔다. 이 1.55 

%는 최초의 近代的 方法으호 조사한 1925 年의 서울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비율인데， 

위 전운가들윤 이 비율이 朝輯初에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서도 同 비율을 사 

용했다. 이에 판한자세한내용윤權泰煥·볕轉塵， .1977 ，‘朝解王朝時代 A口推定에판 

한 -춤澈”， 東亞文化 14 , 서울大學校 東亞文化돼究所， pp.299 ， 324 를 參照하기 바람. 

16 1) 三뿔集， 卷之七， 朝輯짧國典土 童홉條 r以居京城者計之 不下數十萬 l 
162) 韓永愚， 1983 (머， 前揚활， pp.25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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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官衛 出退動 펀리를 고려하여 , 특히 譯官， 醫官， 檢律官， 圖畵暑員둥 이른바 中

A출신 기술직 판러나 소위 衝前들이 多數 살았다. 개천 南쪽(아래 대， 下횡)에는 平民

階層파 如轉 階層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중에도 開川 左右 일대에는 주로 商衝와 깊이 

판련있는 商A들이 살았고， 특히 木寬山(남산) 北麗운 양지바른 곳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得水가 좋아서 대체로 힘없는 선비계층 사람들이 살았다. 1잃) 

위와 같은 現象은 그것이 주로 社會的 地位에 따른 住居地域 分化였다는 점에서 주목 

을 끈다. 社會的 地位에 따른 주거지역 분화란 곧 最高權力者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그 

와 직접간접으로 接觸을 많이 하게되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所有者들이 모여살고， 그렇 

지 옷한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져 모여 살게되어， 결국 사회적 지위나 階層에 따라 住居

地域의 分化가 일어나게되는 것을 말한다 164)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위가 住居의 호間的 

패턴( pa ttern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의미한다. 朝解時代에도 이와같은 

式의 주거지역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注텀을 끌만한 일이다. 自給의 범위를 q석f 넘어 어느 

정도의 剩餘가 있는 農業社會인 古代 바벌론이나 이접트와 같은 나라의 王都(royal c-

it y) 에도 地位-階層에 따은 거주지역 분화가 일어났었는데 165) 그와 유사한 농엽사회 

인 조선의 王협/J에도 그 分化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수도내의 주거지역 분화는 어떤 境界線(뽑)을 가운데 두고 그 이쪽파 저 

쪽， 그러고 또 다른 저쪽으로 분화되어， 가령 시차고나 선더랜드(英國)와 같운 圖훌 商

工業大都市에서 볼수있는， 中心地로부터의 거리냐交通路에 따른同心면 패턴이나 

옳形 패턴( sectoral pattern )이 아니고 道路나 기 타 境界(가령 1可 j 11)를 가운데 두고 

住居地域 分化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성의 주거지역 분화가위처럼 이루어진 

理由는 조정의 意置i的인 擬能(판아， 주거， 상업등) 배치， 조선의 身分階級 制度(兩班，

2fi民， 購民의 3 계급제도)의 영 향， 조정의 職級(品階)에 따른 家基(접 터 ) 분배 166) 등 

에 있다고 본다. 물론 이 들 배치에 있어서 일터에의 近憐性이나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 

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163) 서울特別市， 1977 , 서울都m計劃治章， pp. 32-34. 

서울特別市史編幕委첩會， 1977 , 前揚書， p.629. 

元學喜， 1978 ，“흙韓末 서울의 居住空間 ￥題끼 뾰뿔뿔薰， 6，慶熙大學校 地理學科， p.27. 

164) E. Soja ,1971 , The Political Organization of Space: Some Basic Concepts 

and Perspectives , Resource Paper ,8 , .MG.p.4. 

165) V. Barnouw, 1979 , Aη throþology ， Homewo여:Dorsey ， p.397. 

166 )太祖實錄， 흉第七， 太祖四年月E볍-條. 이에 의하면 正-品 35 쉴， 이하 한 품계에 

5 負씩내려 六品이면 10 負， 서민윤 2 負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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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第- 斷面의 考察· 진술을 끝내면서， 여기서는 그 단면의 狀態를 앞의 主要

廠念 檢討懶에서 論議한 主要 擺念들과 관련짖고， 또한 觸念들간의 상호판련도 짓는다 

는 意味에서， 이들 主要戰念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간단한 종합· 정리를 하였마. 이 

같은 일은 이하 각 斷面 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新王朝 開創에 따라 서울은 일약 초선정치의 最大 中心地안 首都가 되었다. 따라써 당 

연한 일이지만， 政治的 機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새 수도 漢城에는 宮關， 中央部處

官衝， 都城둥 최소필수외 시설들이 모두 새로 藥造되었다. 景觀上으로도 일대 변모까이 

루어졌다. 

朝雖 初期 서울의 首都機能윤 國民結束， 統細， 邊境統制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특 

히 앞의 두 機能운 開國初의 政局 安定化와 판계가 깊다. 

한양이 수도로 선정될 때에 이곳이 지난 國都風水上의 吉地性파 全國 統治上 必要한 

높은 位置 接近性(寫政者들에게 짧識된 높은 接近性)이 선정요인으후 작용하였다. 또한 

한양이 百濟와 高麗혜에도 重視된 적이 있어서， 그 傳統的 要困( traditional factor) 

도 이곳이 수도가 되는 데에 작용하였다고 본다. 建國初期에 이루어진 東西 道路와 南

北 도로를 따라 주로 商衝， 官衛街등이 형성되고 都城內 주변에는 住居地가 형성되는등 

수도 以前의 호間構造와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호間 再組織이 이루어졌다. 

한성의 行政區域， 市域 範圍， 市域의 中核-周邊 構造등도 새로운 首都에 맞도록 새 

롭게 이루어졌다. 이 모든것은 새 수도 漢城이 의당 맞이해야 할 것들이었다. 

(2) 훌 • 淸 來優 ( 1592.1636 ) 後

王辰， 困子 兩옳L은 全國 여러 지역， 그중에도 특히 首都 漢城이 敵軍支配下에 마구파 

괴되고짓밟히게 한 큰 變亂이었다. 이후政府와 首都 漢城의 機能에 어떤 變化가 要求

되었다. 특히 邊方防響 • 管理， 首都防響， 中央- 周邊 連絡體制풍의 彈化가 要望되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朝蘇 조정운 이에 對應해서 機構上의 큰 變化를 일으키지 않은 가 

운데 위의 諸 彈化를 추진하였다. 保守的 碩向이 강하여서 이미 굳어진 많存의 정부 -

정치 시스템을 變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事態變化의 對應策으로 非公式的

특수기쿠언 備邊司라는 것을 廳化하였는데， 그의 機能운 아주 주목할만한 것이었마. 

備邊司란 글자 그대로 邊方의 安全을 도모코자 主辰擾亂 前인 中宗 初期에 만들어 진 것 

오로， 그간 제 樓能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뭇하다가， 同亂이후 活性化되면서 軍購협係 業

務 천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나아가 國事 전반에 대한 最高 決定機關으로까지 발천하였 

다. 일이 그쯤 되자 많存의 兵費냐 五衛都擔府(오늘날의 陸軍本部)는 말할것도 없고，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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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조차도 비변사에 눌러 힘을 제대로 쓰지 뭇하였막 167) 

한편 軍隊도 改編하여 많存의 五衛(義興， 忠左， 忠武， 龍購， 虎賣衛 )를 五營으로 바 

꾸었다. 이 개펀과 特定派黨 (西A 또는 南A) 이 개편된 軍營을 장악한 일운 당시 對立關

係에 있는 西A과 南A간의 政治的 實力確保策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168) 그 개펀은 名

分上A로는 王辰慶亂과 丁째 - 內子胡옳L 혜 겪 은 國防體制의 취약성을 개선한다는 데 그 

目的이 있었마. 五營이란 王辰慶亂 후 설치된 訓l鐵都藍파， 정묘호란 받i인 李造의 亂 혜 

설치된 細營廳， 王辰앓옳L 후 정묘호란 직전에 만들어진 擺決廳， 정묘호란 후 彈化되어 

신설된 바나 다름없는 守짧廳、， 그리고 輔宗年間에 西A과 南A깐의 勢力基盤 構藥過程

에서 생긴 禁衛營의 5 軍營을 말한다. 

칩 11鍵都籃은 臨， 殺， 射와 같은 軍事링1/鍵을 통해 精兵을 양성하는 일을 맡았고， 어 영 

청은 특히 火碼뢰1/鍵과 國王待衛를 맡았으며 後에는 對淸 戰爭計劃까지도 맡았다. 擔:Ðt

廳;은 首都 漢城의 周圍， 즉 京離道 內 5 개 兵營언 水原， 楊州， 廣州， 長뼈， 南陽 兵營

의 방어 ·판리를 맡았다. 수어청은 南漢山城 방비를천담하였다. 남한산성운 수도에서 

별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地形的으로도 天險하여 수도방어 요새지로 採擇되어 宣祖혜 

城을 쌓아 두었던 곳으로 江華島와 함껴l 變홉備에 중요한避屬L處로 여겨졌던 곳이다. 금위영 은 

五營중 맨 냐중에 설치된 군영으로， 이 것은 南A의 實力背景用으로 신설된 링1/鍵別隊와， 

宮城地域을 宿衛處로 삼았던， 그렇기 혜문에 며A에게 특히 중요시 된 바 있던 精妙軍

을 統合하여 西A의 實力背景 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었다. 16밍 이 금위 영은 휠11鍵 

都훌숲， 어영청과 함께 三軍門을 이루면서 바로 首都멈體의 방위를 맡았마 170) 위 5 영 중 

訓鍵都藍 하나만을 제외하고 4 영이 모두 한결같이 수도주위를 빙써하는 군대였다는 점 

이 주목된다. 

한펀 各 地方 방어는， 王辰홉爾L 혜 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뭇하였던 종래의 鎭營體制

를 개펀하여 만는 良民 · 購民 混成의 束ffi軍이 맡았다. 이 군대는 農閔期에 힘11鍵을 받 

아 두었다가 有事時에 동원되는 군대였다 17D 종전의 五衛는 각 지방 방어률 위한 地域

別 홈따軍隊(方面軍)였는데 , 그를 개펀하여 위와 같은 五營으로 만든 것은 수도와 그 

167) 丁時솟， 1978. 韓國官應制度史， 서울 ; 和信 fjj 版社 , pp.317-318. 

168) 陸單士官學校 韓國單事돼究室， 1977 , 韓國單힘j史( 近世朝購後散篇) , 서울 ; 陸軍本部，

pp.104-115 ,124-127 ,133-152. 

169) 上揚훌. pp. 137 -1 52. 

17이 丁時宋， 1978 , 前揚홈， pp. 324-328. 

171) 국사현찬위훨회， 1981 ，한국사(13) ， p.51. 

陸單士官學校 韓國單훌鼎究훌， 1977 , 前揚훌， pp. 36-37. 

丁時종. 1978. 前揚홉，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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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빙써 , 즉 首都團 방어에 각별히 신청을 쓴 조치 였다고 볼 수 있다. 그후 首웹團 방 

어는 18 世紀末에 와서 四都制 172) 많存의 開城고} 江華외에 水原과 廣州를 추가， 이들 

네 고을을 수도 한성을 외곽에서 방어하는 데 쓰일 軍事要地로 삼고， 이 四都의 留守는觀 

察使와 同格으로 하여 道 觀察使의 지시 · 감독을 받지 않고， 軍事關係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한 제도-를 擇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위와 같은 軍隊改編외 에 당시 정부는 平安道 北西홈뼈 宣沙， 老江， 廣쌓~l 각각 鎭( 군 

사적 요새지)을 설치하고， 後金(훗날 淸)의 要求로 會寧， 中江(義州)， 鐘興에 交易場인 

開市를 설치하였으며 , 신속한 通信體制인 擺撥線도 新設하였 다 173) 3 鎭의 설치는 北

西邊方 防備를 강화한 것이고， 3 園市 설치는 豆滿江파 탬‘購江 北쪽의 女휩族(後金) 

과의 충돌을 交易을 통해서 막아내기 위한 조치였다. 파발선 설치는 특히 邊方 방어를 

위 해 中央파 周邊각믿} 신속한 連絡외 에 全國民을 빨리 動員하는 수단을 마런하기 위 함 

이었다. 

종래에는 연락체제로 羅制가 있었는데， 羅은 通信외에 公用 物資의 운반까지도 맡고 

있어서 , 有事時 신속한 연락을 기 할 수 없었으므로 유사시의 신속연략을 위하여 파발션 

을 설치하였던 것이 다. 파발은 말을타고 연락하는 騎撥파 빠른 걸음으로 연락하는 步撥

로 兩分되!었는데， 그 線은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西，北， 南의 3 線이 있었 

다. 그중에도 가장 중요시된 것은 한성 -義州 간의 西線(北西線) 이었다. 西線重視는 

胡亂과 관련해서 , 또는 中國과의 外交關係와 판련해서 볼 혜 당연한 것이 었다. 그리하여 

이 西線만은 騎撥로 운영되었다. 

西線 : 漢城-暴華館-金) 11洞-義州

北線 : 한성 -錫州-鐵原-慶原

南線 :한성 -廣州-忠州-東菜 174)

이처럼 조선 조정이 邊境防響·管理， 首都團 방위등에 힘을 기우림으로써， 그수도漢 

城은 자연 首都機能중 邊境統制 機能을 강화하게된 셈이었다. 

한성의 地方 行政機能은 수도 初期나 마찬가지로 많存 6 房에 의해서 행해졌다. 수도 

市域(호間規模)도 그 크기와 限界가 不變이었다. 그러나 太祖때의 5 部 52 행이 世宗때 

의 5 部 49 행을거쳐， 內子胡亂後顯宗혜( 1668 )에 5 部 46 행으로개펀되면서-이 

172) 上揚훌， p.321. 

173) 훌홈學會， 1978 ，韓國빽近世後期篇) , 서울 :ζ쩔文化社， p.20.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72. 前揚훌， p.283. 

174) 上揚書，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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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中部를 제외하고 4 部의 여러 행이 폐합되었다- 종래 面(購樹)우로있던 漢江邊의 

豆毛(玉水洞-歸湖洞일대)， 漢江， 면之(西永庫-챙泰院 일대)， 龍山， 西江이 각각 행 

(者/j市的)으로바뀌었다. 이 바캠은사실상승격이냐 마찬가지였는데， 위 각지역이 租脫

船의 集結地거 냐 水庫地域이 어 서 이 를 바탕으로 經濟的 地位가 상승되 었고， 그에 따라 

A口增加도 그간에 있었기 혜문으로 해 석된다. 

한성의 地域內部 狀態는 王辰， 內子 兩亂으로 안해 크게 손상을 당하였다. 흩軍의 한 

성 入城 直前에 그간 身分 • 經濟上 낮은 대우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反홉l民↑k종}여 景福宮

昌德宮，昌옳힘’， 升U費廳、舍등에 放火， 소실시컸고 慶軍들도 위 3 宮 소실로 마땅한건물 

을 그들의 本部로 /끓 수 없게되자， 宗顧를 利用하던 중 。l곳이 j重數 不吉하}뼈 불태 워 버 렸 

마 175) 그리고 六費 거리의 화재를 연한 廳、舍들도 무너지는등 황폐화 되었다. 그혜의 황 

폐화 상황은 특허 戀옳錄과 宣祖實錄~l 찰 소개되어 있는페 , 그중 몇개의 내용을 보띤 다음과 같다. 

官廳、과 民家는 모두 없어지고， 다만 素禮門 以東으로부터 南山 밑 일대에 敵이 

머물고 있던 곳에만 조금 님L아있을 뿐이 마. 宗顧， 三關， 鍾樓，各 官舍， 館學등大 

佳〔鍾路거리〕 以北에 있는것은모두없어지고， 다만갯더미만이 남아있을 뿐이 

며 , 小公主 毛은 慶將 秀嘉가 거처하던 곳이라， 그대로 保存돼있다. 176) 戀옳錄) 

購홉훌이 극심하여 A肉을 먹기에 이르렀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여 괴이함을 

알지뭇한다. 길바닥에 굶어죽은 사랑의 屬體를 베어먹어 하나도 完全한 잘이 붙 

어있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혹은 산 사람을屬殺하여 陽뿜腦麗도 살과 함께 씹 

어먹는다 都城안에서 이와같은 끔직한 變이 있는데도 升U費에서는 創民無賴輩

를 내버려 둔 채 늦장을 부리며， 그 場所에서 장아 가두지 뭇하고 붙잡힌 자 또 

한 엄히 다스리지 않았다 17η (宣祖實錄)

官衝의 重建· 改藥， 昌德宮 및 종요의 재건은 宣祖末期에나 시작되었고 景福宮은 그 

나마 재건할 형편이 뭇되었다. 雲上j爛으로 光海君 때에는 엄청나게 큰 화재까지 일어 

냐， 鍾樓와 그 일대 千餘戶의 家屋이 소설되었다. 

175)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78 , 서울六百年史(二) • pp.46 ,53. 

176) 戀越鐵， 卷之二， 四月二十日條 「公私盧舍-~ 獨엄豪禮門以東備南山下-帝 威所止좀處 

稍存 宗願三關及훌훌樓各司館學在太街w諸훌然 堆옳FJ(藏而 B./J、公主~ 亦훌將秀룡를所止 

古見遺」

17 7) 宣祖昭敬大王를緣(이하 宣祖훌훌훌이라 함) • 卷第四十七， 宜祖二十七年月며申像 「홉훌 

훌훌之極甚 至食A之肉 括不知↑훈 非但훨훌tl道獲 無-完 JIJL 或有톨殺生A 휴F與陽뽑腦廳며 

敵食之 ...... 都城之內 有如此可뽑之變 而升u홈뚫以홉~民無賴 慢不補禁其所 現뾰者亦不嚴 

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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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鄭校洞 어귀 -廣通橋 일대의 困子胡亂 빼는 일반 家屋파 商衝의 소실이 많았다. 

大:d、 民家가 모두 불타버렸다. 거 리에는 칼과 몽둥이로 맞아 죽은 屬體가 널려있어， 그것 

들을 개들이 뜯어먹는 형펀에 이르렀고， 그러하여 漢城府廳은 조정에 요청하기를， 屬體

를 걷우어 매장하고 주민을 救血하게 하라고 했다. 178) 홉IL民도 많아지자， 題1Jín. 1홉은 “ 근 

래 융IL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朝갖 각각 3 백육칠십 혹은 4 백인에 이르고 病든 사람 

날이 따뜻해지면 천염되는 자가 많을켓17잉 이니， 그 對策을 세워 들 역시 많아， 봄에 

야할 것이라고 했다. 

위와 같은 파폐 · 파괴로부터 한성 전체 (경복궁 제외 )가 복구되기는 孝宗年間안 17世

紀 後半부터 英祖年間인 18 世紀 前半까지 약 100 년간의 일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首都機能上 중요한 사업 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輔宗 37 年( 1711 ) 

兩홉L 혜 모두 수도를 적군에 내주었던 조선 정부는 수도 가까운 의 北漢山城 축조였다. 

行宮과 

5 大門 1 水門 7 暗門이 건조되었다. 그러 고 山城과 都城을 연결하는 

城뚫인 鎭春臺城과， 이 城慶안에서 南쪽으로 通하는 漢北門(弘智門)도 축조하였다. 180) 

北漢山城에는 有事時 王의 居處인 곳에 수도방어용 山城의 펄요를 절감하였다. 

城활， 그외에 

處春臺城-北漢山城 일대를 군사상 중요하게 여긴 일은 당시 右議政 申홉의 아래와 같 

뭇하고 

은 주장에서 쉽게 알 수 있다. 

困子胡亂 혜 저들이 勝利한 것은 우리가 西쪽〔北西〕의 國境을 지키지 

또한都城을버런 탓이며， 지금에 있어서 말하는사람들은事變이 생기면 南漢山

城이 나 江華城으로 파 난할 것 을 생 각하나， 그 곳들은 급할 혜 믿을만한 곳이 뭇되 

며 , 똥이 일찌기 보건대 影義門 밖 寢春臺 옛터는 石慶이 솟아 있어， 그곳에 

城을 쌓고 곡식과 무기를 저장하여 都城파 얀팎이 되어 서로 

山

을
 

허
 

n 

켜 
/、

勢를 利用하여 

다하여 굳게 지키면， 非常時에 당하여 王이 펴난칼펄요도없고백성들도굳은決 

心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都城파 뭔R의 땅에 天險한 곳을 버려두고 있는 

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181) 

178)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78 , 현훌훌 p.90. 

179) 仁祖大王를錄( 이하 仁祖實錄이라함) 훌第三十四， 仁祖十五年， 三月康않條 「近來없民聚會 

경중 朝장各三百六七十A或至四百餘A 而病者亦多 홉鉉春題홉梁者必多」 

18이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63. 前揚훌. pp. 128-131 . 本積 그림 13 (者뼈훌三單F행界之 

圖) 參照.

181)빼宗大王를鍵(이하 蕭宗톰緣이라함) , 卷第三十七， 함홉宗二十八年， 八月康寅條 「困子彼

A之取勝者 皆由西覆失守 都城失棄之 致今之훌훌者 以홉脫有事훌홉 以南훌江都훌훌必歸之 

地而知非農홉、可持之地 ê曾見 흉훌훌門外훌春훌훌址 四面빼總훌흉 立如빼仍山 累石附훌鍵 

城 擔置食뤘先積器械 與京城表훌相廳 효力固守쳐U 國無播越之惠 民有뿔固之志 而PS，R

天險 尙今空棄可勝惜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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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춘대성과 한북문이 세워짐으로써 그 문의 안쪽， 그러 니까 흉義門 밖(都城 밖) 이면서 

한북문의 안쪽이 되는 곳에는， 北漢山城用 軍鐘을 저장하는 平술， 大同米(후술)를 저 

장하는 宣惠廳、 창고， 造紙暑둥이 자리잡게 되었고， 後에는 都城內 北部 鎭長행(현 三淸

洞)에 있던 擺決廳까지도 이 곳으로 이 전하였다. 천술한 京嚴道의 중요 5 個 兵營을 판 

장하는 擔決廳의 이곳 이전은 창의문 밖-북한산성 일대가 수도 및 국토 방위상 새삼스 

럽게 중요시되었다는것을말해준다 (그림 13 ). 

또한 王辰， 명자 양란 후에 일어난 것중 특벨히 경제적 측면에서 홉텀할만한 것은한 

강 北뿔에서 전개된 京江商A들의 상업활동이다. 이들 상언에게 大同米 脫數船 i뚫行이 

독점되었고， 그에 따라 이 일대의 船商活動도 대단히 활발하게 되었다. 王辰훌옳L을 치 

문후 정부는 財政의 공고화를 위해서 單-親制인 大同法을 실시하고， 국민들은 이른바 

f 大同米」를 租脫로 납부하였던 것인데， 그 大同米 운반이 바로 위 경강상인들에게 맡 

겨졌던 것이다. 그외에 전국의 다릎 곡물， 특산물， 續勳， 소금둥의 운반 및 훌훌買f짧도 정강상 

인들이 도맡다시피 하였다. 그렇게 되자 대동미의 公式的 集南場까지도 겸한 西江 - 야* 

浦-龍山-漢江律(현 한남동 江遭)-豆毛浦 일대 한강변에는 자연 商店， 酒幕，巨商들의 

住흰외에 선박의 제조·수리 시설， 창고설비등도 다수자리잡게 되었다. 당시이 일대에 

서 생긴 富力은 首都에 經濟的 活氣를 불어넣었다 182) 

한성의 市城(府域) 親模는 變動없이 수도초기와 같았다 ( 250.6 뼈) • 언쿠는 병자호 

란 4 년후언 1640 년에 약 7.4 만이였다. 1앓) 朝蘇開國初언쿠( 10 만)보다는 줄어든 

숫자지 만 서울이 集土化된 l훨이 있었던 王辰慶亂 이 듬해 ( 1593 ) 의 안쿠 약 4 만에 비하 

면 짧은 기간내에 아주 많:0 1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증가는 @ 병자호란후 

社會가 安定되어 감에 따라 全國A口가 증가하였고， @ 17 世紀에 들어와서 對外寶易

182) 英宗大王實활헤이하 英宗.:鐵이라함) , 卷第一百二十九， 英祖五十-年月丁E條.

국사펀찬위월회， 1981. 前揚훌， pp. 344-349. 

183) 이혜 戶數가 12 ,490 (戶口總數에 의함) 이고 戶當 추정인쿠는 5.9 였먼것을 根據로 필 

자가 계산한 값이다. 5.9는 이때보다 8 년후인 1648 년의 서울인구 95 ， 569 를 16 ,066 

戶로 나누어서 얻은 호당 추정인구이다. 그런데 權泰煥(外)이 계산한 당시( 1639-‘1645) 

숲國象口當 인쿠는 3.44 인데，이를 가지고 당시인쿠를 추청하면 42 ,966 (1 2 , 490 x 
3.44) 밖에 안된다. 여기서는 5.9 를根據로한 7 만 4천을서울인쿠로보기로 하였다.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78 , 前揚홉， p.828. 權泰煥·植鐘慶， 1977 ，前揚論文，

p.124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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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非六훗塵系 商A들의 상업활동 증대와 漢江邊에서 쌀· 소금· 廳動· 창고업 • 造船둥 

에 종사한 이른바 「京江商AJ들의 商工活動에 힘입어 , 한성의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였 

으며，@ 생활이 곤웅한 農村A口가 16 世紀 이래 한성으로 多數 流入한데서 그 理由를 

찾을 수 있다. 農村A 口의 都市流入은 16 세기 이래 特權層의 土地古有 확장으로 언해 

농민들이 農土를 잃고 都市로 떠 남으로써 크게 일어 났는데 , 그 流入이 특히 한성 에 많 

았던 것이다 184) 

16 세 기 前半期에 다수 농민들이 한성으후 올라와 商工業에 종사하게 되었 는데 , 그 寶

狀을 걱정하면서 中宗은 마음파 같이 고충을 말한 적이 있다. 

農業은 根本이고 工業파 商業은 末인데， 지급 백성중에 根本을 버리고 末을 쫓 

는자가 많아서， 서울外의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 공업 ·상업을하고， 농업에 

힘쓰는 자가 적으니 구박해서 다시 내보낼 수는 없을지라도， 禁하지 아니할수 없 

다 185) 

위에서 中宗 임금이 言及한 바처럼 서울로 流入한 農民들이 商工業에 다수 종사하게 

되자， 商총地域은 종래의 市塵地區를 넘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제 2 단면을 종합적A로 要約·제시해보연 마음과 같다. 

훌·淸의 來찮으로서울中心部는거의 초토화되었고國家保全도크게 위협받았다.이 

해 입은대규모파괴는 했펴年間안 18 세기 前半에 와서야 약 100 년간에 걸쳐 복무되었 

다. 觸L 後 한성 (서울}의 首홈I織能은 변경통제 · 얀정화와 首홈마觀써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에 

발맞추어 추후의 來홉에 대비하려고 北漢山城파 그 南쪽 者따흉 밖일대를 ‘軍事上 要地로 

조성하였다. 

한펀 그간 漢江 北崔 일대의 租脫船 集結地 쿠실이 더욱 커지자， 이곳 일대가 漢城內

의 「都市밟]j인 地區로사질상 格上(첼으로)되었다. 한성의 行政區域개펀은 명자호란 

후 약 30 년만에 행올 개펀하는 정도의 소규모로 그쳤다. 

184) 孫祖睡， 1977 , 朝蘇時代 都市社會뻐究， 서울 :-志社， p.159. 

金容燮， 1974. 朝蘇後期 農業史뻐究， 서울:-漸園， p.140. 

姜萬吉， 1968 ，‘햄購활觀§ 商業資本의 成훌?’， 韓國史맑究 1 , 韓國史맑究會， pp.88 ,96. 

185) 中宗를錄， 훌第二十五， 中宗十-年， 五月王辰條 「上日 農本也 그E商末也 今百姓좀本훌末 

者多 外方之A 多聚京中 옳工商之業 而務農者少 雖不可훌흩追而出之 亦不可不蔡iÞ.J

77 



(3) 甲午更張 ( 1894 ) 初期

朝解初期 중앙정부 통치기쿠는 1894 년의 甲午更張이 있기까지는 거의 變化가 없었다. 

甲午更張응 조선 500 년의 중앙정부 기꾼블 現代式으로 바꾼 큰 變薰이었다. 갑오경장 

초기를 하냐의 時間斷面으로 잡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막 

우선 그 당시 首都 漢城의 기능에 큰 영향을 끼친 國際的 環境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19 세기 중반이후 아시아 여러나라헤는 西洋 先進國들로부터 經濟-政治的 壓力이 가해 

져왔다. 조선과憐接한大陸의 淸은英國과의 阿片戰爭( 1839 r-..J 1842)에서 敗하여 大

國으로서의 體鏡가크게 손상되었다. 日本은美國에 의하여 門戶가開放되었고( 1854) 

그 14년후인 1868 년에는 소위 「明治維新」을 거쳐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近代化의 

걸에 나섰마. 이로써 일본은 政治的으로는 封建體制에서 近代的인 國民國家( nation-

state) 體制로 전환하였고， 經濟的으로는 西歐型 資本主義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후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폼國主義( imperi ali sm)는 곧 朝解으-로 뻗혀 

왔마. 雲錫號 사건( 1875 )을 거쳐， 1876 년에 이루어진 韓日 修好條規 186>(內子 修好條

約， 江華島 조약)의 체 결은 帝國主義 日 本이 朝解을 침 략하기 위 한 첫 조치 였다. 

위 條約編結로 國際政治면에서 日本은， 조선이 그 宗主國 淸으로부터 完全 獨立하게 

하여(同條規 1 款)， 장차 淸의 간섭없이 그들 마음대로 조선에 接近하는 걸을 터놓았고， 

조선에의 據點 確保면에서는 옳山외의 2 港口(東 • 西 쪽에 각 1 개 : 결국 元山파 仁川)

를 그들의 朝蘇進出 據點오로 利用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다(同條規 4 , 5 款) • 

日本과의 수호조약 체결후 6 년후인 1882 년에 조선은 美國과 通商조약을 맺었고， 마 

음 해에는 英國， 獨適과， 1884 년에는 伊太利， 러시아와， 1886 년에는 프랑스와， 1892 

년에는 오스트리아와 속속 通團條約을 맺을 정도로 187> 이 냐라을 둘러싼 국제 적 환경 

응 개국 초기냐 엄진， 병자 양란 후와는 크게 달라졌다. 

그러한 가운데 日本응 조선에서의 優位確保를 위해 淸과의 戰爭을 벌려 승리하자， 결 

국 1894 년에는 조선의 정치， 사회전반에 걸쳐 改華을 하도록 壓力을 가하였마. 그렇게 

되자 조정내의 온건한 開化推進 세력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作用(개혁요꾼)을 좋은 계 

기로 삼아 개혁을 단행하였으니 이것이 곰 甲午更張이었다. 그 개혁은 비록 조선 自力

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500 년간 이어오던 傳統的 바탕의 政治-政府 體制

가 近代型으로 바뀌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막 

186) 韓日隆好條規 (1876.2.26) . 

187) 國會圖書館， 1965. 훌韓末條約棄흉(中) , pp.230 , 308 , 371 , 432. 

上同者. 1965. 훌韓末條約윷훌(下). pp. 1, 85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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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혁 때 중앙정부 機構는 종래의 6 費 體制에서 8 衝門 체제로 바뀌였고， 그 8 

아문은 內務， 外務， 度支， 軍務， 法務， 學務， 工務， 農商務 衛門이 었다. 188> 이 개펀에 서 

명칭변경 이외에도 과거 禮費에서 관장하던 外交業務와 敎育業務가 獨立하여 각각 外務

衝門파 學務衝門에서 판장하도록 되었다. 그 때 농업과 상업을 판장하는 農商務衛門이 

생긴 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였막 종래에는 상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水準에서 별로신 

경을 쓰지 않았다. 機構의 分化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역할 • 기능을 特化시키면서 時代

變化에 맞는 改善된 통치을 펴냐가려했던 것이다. 

위의 8 아운 밑에 州縣局， 交涉局， 主脫局등 총 56 局이 설치되고， 그 밑에 마시 實

務的인 140 개의 課가 있어서 189> 이들 課가 國家機能을 140 ‘으로 細分하여 수행하였 

마.그들 가능 역시 모두 首都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한성의 주체적인 통치기능 량 

은 140 인 셈이마. 이 뚫은 훌 • 淸來룡 後의 19 에 대해서 7 倍이상으로 대폭 들어 난 

것이막 이는 甲午改黃 前後에(특히 前어]) 형성된 국제적 환경을 비롯한 그간의 情勢變

化와 이에 짜릎 門戶開放등 새 分圍氣에 푸응하기 위해서 업무를 증가시킨 때운이라고 

봄수있다. 

특히 이미 유지하여온 H 本， 美國， 英國， 獨速， 伊太利，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과의 外交關係플 전담할 수 있도록 外務衛門을 新設한 것은 당시 수도 한 

성의 機能을論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고도劃期的인것이마. 이와같이 되어 한성은 

首都 創建 약 500 년만에 中國(明， 淸)의 政治的 千涉 (political intervening) 없이 

獨自的으-로 連結機能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以前에는 조선이 淸을 크게 意훌훌하지 

않을 수없는 형펀이어서 獨自的 外交-를 전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냐마 행해 

오던 외교도 자연 對淸 外交쪽으로 기우러져 있었으므로 수도 漢城은 多邊的인 연결기 

능을 원활히 수행치 못하였다. 그러나 改華以後 日本의 간섭이냐 壓力이 늘어난 점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데， 이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마. 

한펀 한성은 國民結束의 기능도 종전보마는 效果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 

추게 되었으니， 獨立門 建立( 1896)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國民的 正體( national 

identi ty ) 形成 분위기와 r大韓帝國」 宣布( 1897 ) 및 漢城(서울)의 「皇城」 異稱을 

계기로 해서 高湖된 국만적 자부심 형성의 분위기 190> 그러고 국만간 및 지역간 커뮤 

니케이션( communication)의 增大(우펀연락 再開， 京仁鐵道 完全開通， 京仁間 電話

188) 總務處， 1900. 政府組織훌邊史(中央行政機關編 ), p.55. 

189) 당시 局當 2--3 의 課가 있었으므로 平행 2.5 課로 잡아 56 局 x 2.5 課= 140 課를 根

據로 한 것임 • 上揚홉， pp.56-57參照 . 

19이 이러한 릎위기는 1902 년 한국최초의 國歌制定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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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通등을 통한)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중에도 특히 獨立門건럽은 중국， 일본， 기타西 

歐 列彈으로부터의 完全한 獨立을 선언하고， 겸하여 國民- 國家的 긍지와 愛國心을 높 

이며， 또한 이를 外國A들에게도 당당히 보여주기 위하여 시공하였막 191> 

위에서 본 바와 같은 全國에 대한 통치기능을 맡아 수행하면서， 한성부청은 自體市民

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일을 펴나갔막 

@ 中央 各部( 1894 년의 「衝門」은 그 이듬해인 1895 년에 「部」로 H냄)에서 下達

하는 命令을 住民들에게 告示하고， 주만들의 苦樂하는 情狀을 중앙정부에 報告

@ 주만들의 善行장려에 관한 일 

@ 주민들에게 찌훌塵方法을 계도하는 일 

@ 주민들에게 國法 지키기를 권장하는 일 

@도적 막기에 판한일 

@ 戶籍을 作成하여 주만들이 국가의 혜 택 을 고르게 받게 하는 일 

@ 田土 개간에 판한 일과 토지 훨廢化 방지에 관한 일 

@ 道路 및 마라 보수에 관한 일 

@훌病을예방하는일 

@ 植木에 관한 일 192> 

이들 업무를 보면， 수도初期냐 隻 · 淸來홉 後와는 달러 이 時期에는 市民과의 커뮤 

니케이션 增大， 시만의 경제적 발천 도모의 일이 追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외에 戶口，

도로， 젠視등헤 관한 일은 前과 같았마. 

甲午更張 이후에 한성부청의 기주가 종전의 更 • 戶 • 禮 • 兵 • 7flJ • I의 6 房 체제에 

서 마른 체제로 H나l 었다는 記錄은 발견할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위 改華으로 중앙부처 

기쿠가 8 衝門 체제로 바뀌 었지만， 한성부청 기주는 1905 년 당시 機構表 193) 를 보아 

도 機能짧主의 기쿠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러냐 改薰 이듬해( 1895)에 全國 地方 行

政區域 체제가 8 道 체제에서 23 府 체제 194> 로 개펀되었을 해， 한성부청이 종래의 중 

191) 독렵신품， 1896. 6.20. “논설” 참초. 

192) 官報， 397(建陽元年 1896. 8. 6) , 地方管理훌業I훌훌， 動今 38 號(同 年月 日)， 1 '" 

3像.

193) 서울時別市， 1977 , 현휠훌， p.981. 

194) 23府는 다음과 같다. 핑훌城， 仁J 11. 忠州， 洪州， 公州， 숲州， 南原， 羅州， 濟州， 플州， 

東菜， 大邱， 安東， 江曉， 春)11 ， 開城， 海J 11 , 平壞， 훌州， 江界， 威興， 甲山， 훌훌城府. 

地方制度改표에 판한 件， 動令 98 號( 189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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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처 (단 기능은 地方的)에서 地方部處(那廳)로 格下됨에 따라 l않 격하된 한성군청 

응 중앙 각부의 指示를 받게 되었다는 史實 196>로 u1 루어보아， 중앙 각부처와 相通하는 

기능위주의 기f쥔이 한성군청내에 있지 않았냐 생각된다. 그러하다면 課 水準의 機構

數는 6 r'-J 7 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8 이 아닌 것은 외교업무는 地方部處인 한성군청이 

맡지 않았기 때문이마. 

그간 임진， 명자 兩亂에 의한 한성 파괴와 황폐는 英祖年間에 와서 말끔히 복f되어 

(경복궁 제외) 그 외관01 一新되었다. 속칭 「生蘇塵」으-로 전락하였던 雲從街도 國初

으l 名聲을 되 찾았마 197> ( 1760) . 正祖代에 와서 는 朴齊家가 “四萬戶의 기와집이 빽 

빽히 틀어서서 흡사 크고 작은 고기들이 잔잔한 파도둡 누비는 것같다노 198> 都域 얀쪽 

지역에 매해 詩블 옳을만큼 서울응 번장하였다(인쿠 20 만 199> ) • 

그러고 龍山행(毒被펴-원효로-萬里洞 일대， 麻浦港 및 그 背後地 일대)파 西江행 

(밤섬 200)_ 당인~1-슐前洞 일대)에는京江水運·商業에 힘입어 多數 A口가모여 살 

았다. 당시 한성의 一區域에 불과한 龍山의 A 口 약 1. 5 만은 開城， 平構， 全씨‘l 인주보 

다는 적지만 大묘(邱) (약 1. 4 만)보다는 많은 것이고， 역시 한성내 일 쿠역 西江의 약 

6 천은 慶州 인쿠와 비등하고 東藥， 羅)‘|、1 ， 江華， 威興 보다는 많은 것이었다 201> 이처럼 

英祖~正祖 年間에는 인군 약 20 만의 서울이 戰後復舊로 그 外觀이 일신되어 있었고， 

都城 밖 龍山- 西江 일대에는 水路 便利에 힘입어 團業 • 運送業이 벤창해지고 인꾼도 다 

수모여 잘았다. 

그러하던 중 최초의 門戶開放( 1876 )을 계기로 漢江邊의 錫花律이 開港場으로 선정 

되면서( 1883) 中國商A에게 개방된 것을펄두로， 연이어 龍山(舊 龍山)과 都城안 地

195 } 한성의 郵水準으로의 格下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뎌 연우가 있어 

야할 것으로 본다. 23 府옮Ij는 결과적으로 일종의 試行錯뚫가 되고말아서 1 년만에 없어 

졌고， 그에 따라 漢城府麗은 다시 l 년만에 중앙부처 지위로 회복되었다. 

196} 서울特別市史編幕委員會， 1979 , 서울六百年史(三) , p.352. 

197) 東國興地備뾰， 卷之二， 漢城府市街條 「활從街郞훌훌西街 洛稱生蘇훌 英宗康辰復國初훌톨 

名 改以활從街」 源文의 康辰年운 1760 년이 마. 

198} 서울特別市編幕委員會， 1978. 前揚書， p.157. 

199 } 上揚書， p.828 , 仁祖~高宗時 漢城戶口表.

200} 이섬의 山形응 여의도 開發혜 (1970 년대初) 깎여 없어졌읍. 

20 1) 孫願睡， 1977 , 前揚書， pp.255-2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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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도 중국인， 일본인， 英國Á， 獨速A등에게 居住 및 通商行짧가 허락되었다.202> 이렇게 

되어 양화진을 제외하고(이곳은 都城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외국인에게 인기가 없었다) 

용산 및 진고개(충무로)는 日本Á， 貞洞 일대는 西洋Á， 明洞-水標洞-觀水洞 얼대는 

中國A들이 거주하게 되었마. 그혐l도 중국인의 小公洞 일대 및 西小門 일대로의 移動

t5據， 일본인의 忠武路-明洞 일대 확보가 특히 두드러졌다 203> 

이에 발맞추어 서울에서의 外國 宗敎A의 活動， 종교활동과 절부된 西洋式 敎育， 他

國의 外交活動둥이 시작되거나활발해지면서 西洋式 건물(소위 洋館)이 하냐둘 늘어냐 

는 가운데， 曉存 都市外觀을 조금씌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1880 년대 rv 1890 년대 m 
년간에 건립된 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鍾l뼈主敎館(明洞)， 藥l뼈聖堂(中林洞)， 鍾 l뱀聖堂 

(명동)， 貞洞敎會등 종교관계 건물， 培材學堂 강당(정동) , 龍山神學校(원효로)p 챙花 

學堂 본관(정동)등 敎育關係 건물， 英國 公使館(정동)， 러시아 공사관(정동)， 프랑스 

공사관(정동 : 現 昌德女中校 자리)， 일본 領事館(現 新世界百貨店 자리)등의 外交關係

건물， 그리고 獨立門(橋北洞)등이었다. 204> 이들 건축물응 1876 年 韓國 門戶開放 0] èn 
순도 서울01 外國A이나 外國關係 理念에 대해 개방되어 가고 있다는 꾼체적이고도 景

觀的인 중요 證標들0] 었다. 

그러 냐 都城 안 全體를 보면 물론 아래 外國A의 見聞記 引用에 서 알 수 있듯이 韓國傳

來的인 都市景觀을 유지하고 있었다 . 

. (南大門 밖〕좁은 킬만 보다가 냐는 80 자〔약 27 mJ 넓이의 〔南大門 얀〕 

큰걸을보고놀랐마. 냐중에 안것이지만이런넓은걸이 넷이 있는데， 모두 서 

울의 中心地인 한 共通點〔鍾樓 너l 거리〕을 향해서 城門으」로부터 뻗어 냐가고 있었 

t:-h ...... 갈가의 가개와 집들은 대부분이 서로 붙어 있는 單層 접 이 었막 活氣있는 

風景이었막 늙은 이들이 지게에 큰 짐을 날르고 있었막 ......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음 보는 그림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흥정하고 있었다 가게들은 거진다 좁아 

서， 主A들도 그속에 들어 가 앉을 수 없었닥 주인들은 밖에 놓인 작은 마루어l 쭈 

그러고 앉아서 가게 앞 작은 터전에 서있는 손닝을 접대하였다. 

· 물건응 풍부하였다. 가게에는 가지각색의 물건이 벌려져 있었막 ...... 鍾

路거라에 벌려진 끊임없이 변하는풍경에 눈이 팔려서 짧옆에 앉아있는동껴뻐 어 

202) 韓淸商民水陸흩易童程(1882. 8.23) , 4 條(짧花律 및 훌城開市樓) • 

韓日修好條規續約( 1882.8.30 ), 2 歡(錫花律 開市場) • 

韓英옳好通商條約( 1883.1 1. 2 6) , 4 條(한양 및 양화진 또는 이부근 개방). 

韓觸慶好通商條約( 1883.1 1. 2에 , 4 條(

203 )흉훌睡， 1982. 韓國開港期 都市훌化過훌핍究， 서울 :-志社， pp.199 , 207. 

20찌 서울將別市史編훌委를會， 1979 , 현뿔혼， pp.2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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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이 천천히 깃들여왔마냐는 20 만〔甲午更張 27 년전〕사람들이 밥준비를 

하는 있는 조용한 거리블 내다보연서， 뽑、앞에 오랜동얀 앉아 있었다 205>(켄니， 호 

올， 보냐) . 

f즙佈하지 뭇한 주만들 대부분의 집은 흙-벽으호 만들어져 있었막흙벽의 바깜밑 

은 돌로 둘려져 있었고 ...... 지붕들은 벗짚아니면 기와로 이어져 있었다. 政府의 

건물과 부유한 뼈A들의 집은 h‘材가 아니면 木材로 지어졌으며， 지붕들은 기와 

로서 日本式으로 마양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서울에는 곧고 넓은 거리가 두 

개 뿐이었다. 이중 하나가 王힘〔경복굳〕에서부터 南쪽으로， 또 마른 하냐는 西쪽 

느로부터 東쪽으로 냐 있었다〔종로 거리 J. 이 거리에는 기둥 너l 개의 임시로 지은 

가개뜰이 세워져 있었으며， 이곳에서 食料品， 야채， 그러고 또한 朝解에서 만든 

사소한 제품플을 다}단히 싸게 팔고 있었다 市內의 다른 거리들은 좁으며 .. 

· 서울에는 國內 빼業이 우세하였다. 후껴解A들은 生活必需品과 광목， 기타 

絲織物을 濟物따i에서 도매로 사다가 소매하였다 ....•. 서울에는 中國A 상점 2 개 

와 H 本A 상점 1 개가 있어， 雜貨와 주로 유럽 製品들을 팔고 있었마 서울 

윤 대단허 활발하였다.Á力車가 손넙들을 실어다 주었으며， 都市周邊의 무거운 

짐은 황소 2~4마려가 끄는 바퀴 캉R 달런 달극L지로 운반되었다 206> (데로트케비치) • 

위 인용운을 보띤， 당시 서울 中心地에는 農業國家 首都의 中心地에 알맞는， 아주大 

規模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商業이 활발했고， 단층 가옥(기와접이냐 초가)응 특히 걸가 

에 즐비하였으며， 鍾路-南大門路 일대에는 商街가 발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고그때 이미 開港된仁川을통해서 多數의 물자가한성에 流入되어 왔음도알수있다. 

그러고 1888 년에 仁川파 麻浦 • 龍山(舊龍山)간에 薰氣船이 매일 운항되기 시작함으 

로써， 外國-서울간에 通行 • 交易이 더욱 t足進되면서 마포-용산 일대의 水運 • 團業 • 

建物立地는 京仁鐵道가 완전연결( 1900)되기 前까지 더욱 진전되었막 또한 1899 rv 

1901 년에 西大門-淸源里간과 鍾路-南大門-龍山(舊龍山， 원효로)간에 電車路線이 개 

통되어， 西大門-東大門 일대 그충11 도 서대운 일대 및 鍾路 4 街-東大門간의 배오개 

205) 趙容萬(譯) , 1957.“鍾路이야기"( 1. D. Edmo떠s 原著) • 鄭土서울 1 • 서울特:}jlfrP史 

市編훌委員會. pp. 158- 15 9 . 

206) 金炳擁(譯註). 1980. “韓末 러시아商A의 韓國紀行 ; 서울에서 불라머보스톡까지(1885. 

12--1886. 2) ~' 新東亞J 1980. 6 月훨. pp.312-322. 이 글윤 원래 아시아의 地理·地

形과 統計學選集 (38 卷， 펴l 헤르브르그. 1889) 에 발표된 것이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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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일대와， 종로-서울羅일대가번성해지면서 변모되어갔마. 이때( 1899 ) 現在의 

朝興銀行 本店(南大門路 1 街 廣橋 南쪽) 近處에 한국 최초의 近代的 鍵궁인 太韓天一鍵f이 

개점되었다.207> 반면 그간 정부로부터 特許를 받아 상엽적 利益을 크게 누려오던 셰습적 

인 六훗塵쨌)은 甲午改黃( 1894)이후 득권상실로 성황을 잃어가고 있었막 

이처럼 변화되어오는 동안 한성(서울)에는 朝解Á， 日本Á， 中國A의 챔業中心地가 

각각 形成되었으니， 商業傳統이 오댄 鍾路는 조선인의， 日本領事館 • 公使댐 근처인 충 

무로-남대운후 일대는 209> 일본인의， 小公洞 일대는 중국인의 그것이었다. 

漢城의 홍間規樓는 前과 같았고( 250.6 뼈)， 다만 조선초기부터 내려오던 5 돼S가 5 뽑 

(中 • 東 • 西， • 南 • 北暑)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성의 格이 일개 那의 格으로 낮아갔으므 

로， 그런 상훈L에서 管輔地域을 늘란다는 것은 고려조차 해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갑오경장 2 년후인 1896 년에 전국지방행정 쿠역이 23 府( 23 府制는 l 년간만존속) 

에서 1 府 1鎭로바뀌면서 「한성군」은마시 「한성부」로회복·격상되었막이로써府 

라는 높은 首都格과 넓은 府域(市域)간에 地位-地域 調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갑오개혁 당시 한성인쿠는 25 萬이었막 이는前斷面인慶·淸來찮後의 7만 4천보 

다 3 倍이상 늘어난 數이다. 

갑오경장 직후에는 한성에 H本Á ， 中國Á ， 美國Á， 러시아Á， 英國Á， 프랑스인， 독 

일인등 외국인이 3 천명 정도 常住하였고， 그중 일본인과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막 

그들 외국인은 한성이 開港파 갑오경장 이후 상당허 國際化되고 있었읍을 보여주는 것 

으로， 首都의 連結機能成長과 밀접히 關係된 일이라고 볼 수 있막 

207) 서울將別市史編幕委員會， 1979 , 밸壘훌， pp.576 , 580 .이후 이은행은 1908 년에 행 

商業옳홉行훌톨路支店(남대뭄로 1 가)건물을 지어 이라로 이사했다. 

208) 육위천 內에는 布木훌， 線布塵， 비 단의 立塵(홉題)， 百貨를 다루는 東味훌 둥이 있어 이 

들이 고급상첩이었고，이들 주위에 2"'3 류 品텀을 다루는 여러 市훌이 발달되어 있었다. 

예를들면 長木題(목재} ，어물천(물고71 )둥이 그것이다. 白南信， 1955, 섣호초뿔，서울 : 

政治훨뼈社， pp.115-11 7 참죠. 

209) 1903 年 충무로- 남대운로 얼대에는 日本의 領事館， 훌훌察훌， 우펀천신국，거류펀숙소， 守

備隊， 第-銀行， 三井빼흩슐社支店둥이 있었고，南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南山 기숨 
에는 公使館， 守備隊病院둥이 있었다. 위 두 지역은 在훌城 냐아가 在韓國 日本A의 근 

거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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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 3 단면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이 단면기에는 중앙정부 기쿠가 대폭 개펀 

되면서 서울의 首都機能도 國際情勢와 自꿇化 碩向에 힘입어 對外國 연결기능과 국만결 

속쪽으-로 강화되었막 

용산(舊 龍山)과 한성을 「開市」라는 이음으로 외국인에게 開放하고 對外 連結機能도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를계기로 外國公館을 1:1 1 롯한 西洋式 건물들이 한국최초로 이때 

마수 세워졌다. 그러고 西大門-東大門 간과，종로-용산(舊 용산)간 電車路線 개설로 

특히 舊來의 종로-동대운 일대와 종로-남대운 일대가 都市的 번성을 맞게 되었마. 물 

본 일본인 중심지 충무로-남대운로 일대도 그들을 중심으로 벤창이 이루어져갔다. 핫랜 

그간 벤창해왔던 漢江 北뿜의 용산고F 麻L浦는 갑오경장 후 仁川港의 활기와 京仁， 京쏠線 

철도개설로 인해 상대적 후퇴블 맞게 되었r:-+. 

漢城府廳은 조선초기부터 중앙부처의 하냐로 내려오마가， 갑오경장 후 잠시 23 府 體

制동얀( 1 년) 수도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면서도 그 格이 觀廳으로 격하되었다가 곧 원상 

회복을하게되었다. 행정f역(市內)개펀도었없마. 다만 5 部가 5 暑로改名되었다. 

(4) 朝蘇 總홉府體힘IJ ( 1910 ) 初期

衝門 體制가 갑오개혁 마음 해 ( 1895)에 部 體制로 바뀌연서 뽑存 工務， 農團務 2 

아문이 農商工部로 統合되어， 종래의 8 부처가 7 부처로 되었마 210> 7 部는 1905 年

소위 ζ딛‘條約(韓日協商條約)에 의한 日本統藍府 政治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 

었마. 통감부 정치가 시작됨에 따라 大韓춤國(조선)의 外交權은 상실되었고 211> 한국주 

재 각국 公使들도 本國무로 철수되었으니， 國家 次元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外交機能을 

상실한 것이고， 首都라는 치원에서 보면 한성이 연결기능을 잃은 것이마. 또한 韓國으 

로 하여금 自主獨立國의 地位를 점차 잃어가게 하는 일이었마. 외교기능응 자주독럽국의 

기본적인 펄수기능의 하나이기 때운이마. 1907 年에는 軍嚴도 해산됨으로써 國士自衛權

도상실하였닥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1909 년에 司法權을 상실하고 212> , 1910 년에는 警察權

:d이 總務處. 1980 , 前揚書， pp . 60 , 7 1-72 • 

211) 韓日빼商條約( 1905. 11. 17 ) • 1 '" 2 條.

212) 韓빼의 司法及籃훌事務를 日本政府에 委託하는 覺홉(1909 • 7 • 12 ). 1 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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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잃고 213> 同年 8 月에는대한제국(조선)이 결국 日本에 合뺨되고말았마 214> 이로 

써 한국정부는 “韓國 全部에 관한 一切의 統治權”을 完全히 폼國主義 日本에 넘겨주게 

되었다. 수도 한성은 그에 따라 自國에 대한 통치가능을 完全히 상살하고， 명칭도 「京

城」으로 바뀌고， 그 廳舍도 과거 日帝의 京城理事廳 廳舍로 옮겨졌다. 이처럼 서울( 京

城)은 다만 「日本 植民地 朝解」에 대한 통치도시， 즉 植民地 首都(colonial capita l) 

로 바뀌게 되었다. 수도기능의 변화로서는 대단히 큰 변화였다. 

總督府內 對朝蘇 統治機構는 總督官房과， 總、務， 內務， 度支， 農商工， H]法部 도합 

1 房 5 部였다. 그밑의 16 개의 課水準부서가전조선의 統治을분담했다 215> 課 數

基準의 統治機能 量 16 은 自主獨立國 時代인 갑오경장 초기보다 훨씬 줄어， 그의 약 9 

분의 1 밖에 안되는 것이었마. 모처럼 정치적 近代化 움직임에 힘입어 늘어난 統治機能

量이 植民地로 천략하면서 크게 줄어든 것이마. 外交業務는 01 미 統藍府 時代에 없어졌 

으므로， 外務部가 있을 수 없었고， 軍務部도 마찬가지였마. 외교와 국땅을 日本政府가 

맡았기 때문이다. 그대신 조선(식만지)의 效果的 支配를 위해서 日帝는 중앙부처는 아 

니지만 警務總藍部， 鐵道局， 通信局， 臨時 土地調흉局등을 둔 것이 주목할 만하막 

總督府 소재지인 京城은 植民地 首都로서 조선의 치안， 토지판장， 統治神經網據張및 

운영등의 일만을 맡았막 결국 자주 獨立國 首都가 행하여야할 國民結束機能， 邊境統制

機能， 對外 連結機能은 모두 잃고， 식만지의 土地와 그 위에 사는 住民의 판리만을하게 

된 것이막 日帝는 조선이 國權을 잃자， 조선국민들에게 自휩心을 심어주고 國

民的 結束의 象徵 쿠실을 해오던， 國家 正統性이 깃든 歷史的 遺助들을 下待하기시작했 

다. 이나라의 오랜 王官 景福宮 터에 식민지 지배 총본산인 朝蘇總督府 청사건설을 착 

공했고(준공은 1926) , 역시 한국의 最上級 象徵인 景福宮 正門(光化門)-이 正門을 

통해 國家理念， 施策이 出入하였으므로 他門과는 달리 지극히 象徵的이었다-을 헐어 

옮기고，景禮宮의 正嚴인 動政嚴 前面을 總督府 청사로 막아버린 것이 그것이막 국가

국만적 상징의 外觀을 통해서나마 이어갈 수 있는 韓民族 結束의 커다란 바탕을 없애거 

나 약화시컸던 것이다. 

당시 京城의 地方 行政機能은 府廳內 應務課와， 總務， 財務， 工營部 3 部 밑의 16 課

도합 17 課가 분담하였다. 216> 따라서 地方 行政機能 量은 17 이었막 이는 갑오경장 初

213) 韓國훌察權委託覺훌(1910.6.24) ， 1 條.

214) 韓國供合에 關한條約( 1910.8.22) , 1 條.

215) 總務處. 1980 ，前揚畵. p.82. 이혜 총독부에는 9 局 6 課 1 室이 있었으나 局과 課간의 

계충구조가 분명치 않아， 이틀 모두 짧 수준의 부서로 간주하였다. 

216) 서울特別市앓 市政擔當官室， 1983 , 서 울特別市機構 및 定員變훌훌회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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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6)보다는 크게 능어난 것이막 京城의 都市 內部構造 및 下部構造(道路， 交通， 上

下水道등)의 정비에 따릎 行政需要의 증다l 가 그 가장 큰 理由라고 볼 수있다. 특히 I 

營部는京城內의 士木I事， 土地測量 도시계획， 水道， 營續등의 일을판장키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217) 장차 경성 (서울)의 都市外觀 및 土地利用 構造의 變化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일합병 직후 京城府廳、은 인f증가 및 都市構造 變化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羅-南 

大門간 도로폭을 넓히고 德짧휩-光化門 간 도로플 改修하는 등 도로정비 • 據大에 힘썼 

막 1912 年에는 黃土뼈 廣場(현 세종로 네거리 광장) -남대문 간 도로를 넓혔다. 그 

후西小門이 도로정바 이유로헐렸고(1914) ， 西大門또한같은이유로헐렸다(1915). 

여기서 짐-깐 한일합병 M期 京城(서울)에 소재하였던 조선 통치 · 수탈 및 그 관련 기 

판틀을 보면 마음과 같마. 

l홉에蘇總、첼JH ...... 慶城台(現在의 藝場洞)

京離道廳、 ......... 光化門通( " 世宗路)

週쉽局 " 

警務總、藍部 •..••• 大져]田J(현재의 筆洞)

217) 서울햄別市， 1977 , 前揚홉， p.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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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兵隊司令部 ...... 大和메(현재의 筆洞)

覆審法院 ...... 鍾路

地方法院 " 

中樞院 ...... 西小門

홈둥微 •••••• 西大門 밖 

十八銀行支店 ...... 黃金메.c현재의 4支路)

東洋拍植會社 …… " 
三井物塵會社支社 … " 
東京建物會社支店 … ” 
東亞煙草會社 ...... 明治田J(현재의 明洞)

勳農會社 ...... 旭메( " 南山洞)

內國通運支店 ...... 古市메( " 東子洞)

京城府廳、 ...... 本田J( " 忠武路)

警察著 " 

郵便局 " 

第一銀行支店 " 

第百三十銀行支店

京城電氣會社

i많等法院 

朝解郵船會社

朝蘇銀行

商業銀行

漢城銀行

農工銀行

韓一銀行支店

" 
" 
貞洞

南大門通(현재의 南大門路)

" 
" 
" 
" 
" 218) 

당시 서울의 經濟的 中心地는 앞의 機關들중 득히 경제관계 기관이 多數 자리잡고 있 

던 오늘날의 忠武路(당시 本田J) ， Z支路(黃金田J)， 南大門路(南大門通)등과， 韓國A

商店이 밀집한 鍾路일대 였다. 그중에도 현재의 忠武路 일대 日本A 市街地는 아래 表

現대로 꽤 번창하였다. 

218) 뱃蘇及滿洲社 tt版部， 1918 , 最新朝輪地誌(下) , 京城 : 朝解及滿、뻐社，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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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m 

그림 16. 1910 年 首都 서울의 空間

市中에 가장 번성 흔 處는 鍾路와 ~I뼈〔本메通〕이 니， 團店。l 權比후며 往

來가 如織좋고， 其中 뾰뼈-帶는 全혀 內地A( 日本A]의 集住후는 市街로 貨物

의 狀況이 內地〔日本〕와 無異후며 •.•••. 219> 

위 지역들의 경제， 南大門 市揚， 東大門 시장， 麻浦-龍山 일대 消費財 工業， 서울

地方 간 경제거래등은 당시 서울 A口를 技養하는 基盤쿠실을 하였막 

한일합병 당시 서울의 휠間範圍는 조선 初期와 마찬가지로 北으로는 仁壽峰， 南으로는 

漢江， 東으로는 中浪川， 西로는 弘濟JII(沙JII)까지였다(面積 250.6 뼈， 그림 16) . 서울 

A口는 韓國A 약 24 萬 (238 ， 499) , 日本A 약 3 만 5 천， 기타 外國A을 모두 합쳐 

219) 南宮뺑， 1914 , 戰朝蘇全誌(下) , 京城 : 唯-뿔館，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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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8 萬이었다. 갑오경장 당시보다 약 3 萬이 늘었마. 

그런데 합뱅 4 년후인 1914 년에 京城이 京離道 所屬으로 格下되면서 周圍의 넓은 땅 

이 高陽那으로펀입됨으혹써， 首都市域이 종전의 약 8 분의 1 ( 33 뼈)로크게 줄었다 220> 

(그림 17) • 이 市域 대폭 축소는 國權상실로 서울의 統治機能 量이 약 9 分의 1 로 

「크게 줄어든 것」과 대폭축소라는 띤에서 일치한다. 이 축소로 서울의 호間範圍는 北，

東， 西에서는 거의 都城 이내로， 南쪽에서는 漢江 以北으로 정해졌드k 市域 縮小改編해 

마른 方向에서는 都城 밖을 거의 모둔 除外시킨 데 대해서 유독 南쪽에서얀은 都城 밖 

龍山을 포함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곳 용-산이 아래 引用에 냐타나 있는 것처럼，이마 그 

전 약 10 년천부터 터 rì감블 위 한 鐵道交通0] 냐 軍事上의 要地로 내 려온 까닭에 그에 힘 입 

어 日本A플(판리， 군인， 만간인) 中心의 緊盛地가 되어 있었기 때운0]ιL 

現在의 境界

4 8km 

그림 17. 1914 年 首都 서울의 空間

220) 서울特딩IJ市 , 1977 , 前揚뿔，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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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山은 …… 또한 京쏠， 京義， 京元 셰 철도의 分破點만이 아니고 漢江水運의 

中繼場ò] 기도 하고， 水陸의 便利를 동시에 얻어， 四通八達의 要衝오로 되고， 通

信機關도 역 시 完備되 었다 用水가 量이 많고 水質 또한 良好 하다연 장차 

商I業地로서 촉망되기에 족하다. 바로 지금 I業으로 본 바로는 顧浦의 懷ßf.I

場， 鐵工場， 精米所， 製材所혐l 지냐지 않는다. 이곳운 明治 17 年 C 1884 J의開 

市에 관계되며， 內地AC 日本AJ이 현저하게 移住하기에 이르게된 것은 25 年 C 18 

92 J 以後로서， 특히 37 年 C 1904 J 日露戰爭後 갑자기 發展의 氣勢가높아져 -

大 市街률 이루기에 이르렀다. 

본래 龍山은獨立地域A로되었는데， 지금은京城府廳의 管內에 속한마. 官公

暑로는 軍司令部〔조선군 사령부J ， 19 師團司令部， 南滿鐵道京城管理局， 陸軍

홈庫， 衛成藍徵， 衛成病院， 兵器支廠， 憲兵分隊， 郵便局， 印빼所(官立) , 營林

廠出張所， 小學校， 京城電氣會社가스製造所， 同 發電所， 滿鐵工場등이 있다 221> 

결과적으로 大韓帝國의 국가적 기능이 植民地化와 함께 소멸되고 首都의 統治機能 量

도 대폭 축소됨과 아울러 首都 호間規模도 줄어들었으며， 그간에 지녀오던 중앙정부 直

屬의 地位도 道 所屬의 녁固 都市地位로 格下되고 말았다. 그리고 市域은 1911 년에 5 

部 8 面(龍山g 豆毛， 옳信， 仁昌， 恩平， 西江， 漢효， 延禮)~로 나뉘었다가 市域 縮小

때 (1914 ) 部面制가 廢止되면서 8 面 地域중 일부만 그대로 서울(京城)로 남고， 냐머지 

는 京嚴道 高陽都에 編入되고 말았다 222) 

여기서 잠시 이 「斷面 期」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全期間에 걸친 變

化를 살핍에 있어서 알아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는 1930 년대의 이곳 형펀을 잠시 살 

펴보고 다음 단면으로 념어가기로 하였다 1930 년내에 와서는 한반도가 日帝의 大陸흡略 

을위한兵站基地가되었고， 그基地쿠실은특히 1937 년의 中日戰爭 直前에 가장활발 

히 수행되었다， 2껑) 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는 가운데 朝蘇總督府의 기능은 활발해졌고， 그 

에 딱라 植民地 首都 京城의 통치-행정기능도 늘어났다. 都市外觀도 보다 近代的인 모 

습을 때어가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추어 1934 年에는 全朝離에 걸친 都市計劃에 관한 最初의 法令이라할 수있 

는 朝群 市街地 計劃令이 마련되 었다. 이 令에 의 거 朝離總督은 조선의 시 가지 계 획 쿠 

221)朝願及滿洲社出版部. 1918. 前揚홉. pp.19-20. 

그외에 鐵工， 製훌(소위「마다미」제조) • 製빼， 훌造， 醫油， 製棄둥의 공장이 62 개 

(1912 년현재) 냐龍山地區에 立地하였다.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72 ，휠훨훌 p. 

467. 

222 ) 內務部， 1979. 地方行政뭘域發展史， pp.29 , 99-101.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72 , 前揚훌， p.589. 

223 ) 武見芳二. 1934 , 植民地理， 東京 : 岩波훌店， pp.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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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에 @ 住居地域，@ 商業地域，@ 工業地域을 指定할 수있고， 또한 風致地區， 美觀

地區， 防火地區， 風紀地區도 지정할 수있게 되었으며， 土地區劃整理도 시행할 수있고 

건물의 높이 · 構造등에 판한 規定도 만들 수있게 되었다 224) 그리고 이令의 施行規則(朝

解 市街地計劃令 施行規則)이 즉시 제정 • 공포되었는 바，이 규칙에 의거 道路개설，工業 

用地 造成， 士地區劃 整理， 建葉物 造成등에 대한 具體的 惜置도 취할 수있게 되었다.이 

로써 日帝는 조선의 都市 內部構造를 대대적으로 개펀할 수있는 法的 基鍵를 마련한 셈 

이었마. 

京城강5) C서울)의 경우위 계획령에 의거， 1936 년에 市域이 다음地域들을펀입하면 

서 크게 확장되었마(면적 132 뼈로， 그림 18 ). 

댐l場휩E 龍江面 C1f;:.笑島 포함 226> ) 

” 延福面의 東細橋里등 12 里

在의 境界

o 4 8kπ 

그림 18. 1936 年 首都 서울의 空間

224 ) 朝蘇市街地計훌U令， 制令 18 號 (1 934. 6.20) , 15 , 21-23 , 30 , 43 條.

225 ) 京城府 청사는 이마 1926 년에 韓國훌표 훌 日후領事館(현 신세계 백화점자리)~로부 

터 현 태평로 청사로 신축이천되어 있었다. 

226) &.훗島는 1914 年 京離道內 面名 • 區혈해펀혜 종래 高뼈都 延훌홈面소속이었던 것이 龍江

面소속A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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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陽那 恩平面의 弘濟內里등 5 里

" 쏠仁面의 安岩里등 14 里

" 漢호面 

始興都 永登浦몸(安養川 左뭘地域 除外)

" 北面의 驚梁律里등 7 里

" 東面의 上道里

金浦都 陽東面의 錫花里등 3 里 'lZ1> 

그러고 이와 거의 同時에 경성 시가지 계획쿠역도 아래와 같이 告示되었는 데， 위 市

域編入 地域과 이 계획쿠역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막 이는 펀입 예정지역 決定

作業과 이 계획쿠역 설정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막 

京城 市街地 計劃區域( 1936 ) 

府·鄭 련·面 里

京城府 186 메 • 洞

高陽那 龍江面 玄石里등 17 里

" 延福面 阿l뱀北里등 11 里와 南加住里 일부-

" 恩平面 弘濟內里등 4 里와 弘濟外里 일부 

" 쏠仁面 城北里등 13 里

" 漢쪼面 첼泰院里등 16 里

始興都 北面 新吉里등 5 里와 道林里 일부， 홉大方里 일부 

" 東面 上道里

" 永登浦뭄‘ 永登浦里등 3 里

金浦都 陽東面 陽花里와藍홈里 일부 

京城府， 1 몸， 

計 8 面 186 메 • 洞， 71 里 5 里 일부 

〔資料源 : 서울通빽上U 

227 ) 府짧의 名稱 • 位置 · 管훌홈區域中 없正令， 朝훌￥總홉府令 8 월~ (1 936.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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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據大( 1936 )에서 特記할 만한 것은， 工業地帶 永登浦 일대가 서울에 펀업된 점 

이막 사실 영등포는 1899 년 영등포역이 개설될 때만 228> 하더라도購前， 안(內) 영등 

포， 당산리， 양평리등에 農家가조금씌 모여있었고， 士地는주로뽕나무밭， 果樹園，기 

타 밭으로 利朋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京쏠線파 京仁線 철도의 分破點이라는 

높은 接近t't:에 힘입어， 市街가 形成되고 金顧組合， 빽i使所， 面(北面) 事務所가 개설되 

더니， 1910 년을 前後해서는 始興部內 第一의 市街地區로 성장하였막2찜> 1914 년에는 

해뺏따廳 所在地가 뇌었다. 게다가 1917 년에는 핏江 第 lA道橋가 개통되어 京城( 서 

윤)파 l쉰패되게 51니-그천에는 노령:잔의 노량냐푸플 통해서 龍山 및 경성都心과 연결 

뇌 었냐-영등포 일디} 都市化는 加速化되 었다. 그 해의 영등포 상태는 당시의 「最新朝解

地웹→ FlJ에 잔 냐타나 있는 데，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永登 illJ는 ...... (始興那의〕 北部에 있고 京城으〕로부터 5 里정도， 仁)11과의 거라 

는 19 里정도인 곳에 있:바 京쏠·京仁 兩鐵道의 분기점이기도하여， 옛날에는 

한적 한 한 村落에 지 냐지 않았지 만， 鐵道의 開通以來 急速한 發展을 이 루었고 

떠i 양양한 핏江의 큰 흐듬-에 연유하여 만들어진 一帶의 平原은 땅이 71릎져서 農

fF物 재배에 작합하고， 京城 • 龍山에 대한 소채의 공급지로서 극히 便利한 곳을 

l륙하고 있마. 이와 함께， 士칩이 파 및 懷}L에 알맞고 水質은 淸酒 및 醫油購造에 

알맞기 때문에， 농업 경영 및 각종 工場〔그러하여 이곳 最 YJ의 近代的 공장도 19 

06 년에 서l운 土管工場이었음 230> J 이 계속하여 세워지고， 짜라서 團業 및 交通機

關이 갖추어지고， 人口도 1갈로 증가하여 지금은 內地A( 日本AJ 320 戶 1 ， 234名，

조선언 360 戶 1 ， 758名，파 중국인 6 戶 29 名에 달한마( 1916 現在J . 
m場은 市街의 東쪽에 있는데음력 3.8 日에열런막 

펼-웠는 生牛을 주로 하고， 日用雜貨는 시중의 상설점포에서 살 수 있으냐 常時

매매를 위해서 市場이 必펼하마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막 官公暑와 그외에 都

廳， 京城藍微分藍， 郵便局， 學校組合， 金顧組合， 小學校， 朝蘇皮華妹式會社( 19 

12 년 설립， 永登浦의 近代的 대규모 공장의 廳失 231> J, 歡農會社， 꺼흉塵會社， 燦

228 ) 鐵道聽， 1979 , 韓國熾道八Q똘裡쪽， pp.13 , 27. 

229 ) 孔煥水， 1970 , 藏道羅前聚落에 판한 冊究， 서울大學校 敎育大學院 뼈土學1it論文， 

p.33. 

朴時英， 1969 , 서울의 副心에 판한 맑究， 서울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뾰論文，p.28. 

230) 安榮淑， 1974 , I業立地의 展開과정에 판한 핍究 : 永登때 地城의 事例， 첼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土學1it論文， p.53. 

23 1) 서울特別市史빼훌委員會， 1981 , 서 울六百年史 (때，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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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工場， 醫油購造場등이 자리잡고 있막껍2) 

그러고위와같은變化에 힘입어， 같은해인 1917 年에 全國 2，512 개의 面중에서， 

日本A이 多數 모여살거나 都市化가 상당히 이루어진 23 개의 指定面이 선정될 때， 水原 • 

淸州 • 大田 • 光州 • 羅南등과 함께 指定面으로 바뀌게(사질상 승격)되었막징3) 그펀데 이 

렇게 指定面A로 지정되기 며칠 前 日帝는 始興都 北面중 日本A이 많이 잘고있는 永登

浦里， 堂山里， 錫첼里릎 永登浦面A로 묶어 일단 분러시컸다. 당시 (1916) 永登浦面의 

A口는 약 3 천이었고， 日 A 對 韓A 비율은 2 : 3 정도로 日 A이 韓A보마는 적었지 

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이 렇게 되어 오는가운데 1920年代에도 I場들이 꾸준히 증 

가(7 개)하였다.짧) 1930 年에 와서는 큰 工場들이 부쩍 늘어났고( 24 개) 大田， 淸州

水原등과 함께 뭄으로 승격되어 始興郵內 最大 緊盛地로 변했막 그러고 서울(경성) 市

域으로펀입되기 직전에는이마 영등포일대에 대규모의 皮휩 1 }， 鐵道車輔(1 j , 奏酒

(2) , 動織 (3) , 기와(l L 製紙(1 ), 榮鐵 (2) I場과 그외 購造場등이 가동되고- 있었 

다.짧) 그러하여 永登浦里， 堂山里， 陽w里을 포용한 永登浦몸은 京城에 인접한 최대 공 

업집중 지역으로 부상되었다. 

232) 朝解及漸洲社出版部 1918 ， 前揚홉. pp.75-76. 

그런데 당시 ( 1917 이전까지의 ) 형펀을 보면， 이혜는 日帝가 韓半島를 對日 쌀 供給地

로만들기 위해서 훌R解水理組合令(1917 공포)을마련하고있던빼로서， 이혜 서울所:tE 

중요공장(종업원 100 인 이상)응 織組， 皮黃， 고우， 製絲， 빼米， 機械공장 정도였다. 

全國經濟調흉觸업聯合會 朝解支部. 1939 , 朝蘇經濟年報， 東京 : 改造社， pp. 97-98. 짧 

本武維 1942. 朝蘇經濟φ 新構想， 京빼:東洋經濟新報社 京城支局. pp.80-11 1.서울 

特別市史編훌委員會， 1981 , 편휠훌. pp.489-494. K. J. Hyong, 1982 , Les Pr o-

cessus de Chaη:gement de la Loealisation des Activités lndustielles : C

orée et France , Essai L ’ Etude Comparative. Seoul Korea Texbook Co .• 

pp.379-389 參照.

233) 孫顧睡. 1983 , “ 日 帝침 략初期 地方行政制度와 行政區~에 판한 맑究 院，) :뾰호걷훨，361 ， 

大韓地方行政共濟會， p.72. 指定面에 활比되는 일반面은 그냥 面， 또는 普通面이라 

고불렀다. 

234) Government - General of Chosen , 1929. Railways i n Chosen ’ p.10. 

安樂淑， 1974 , 前홈論文， pp.54-55 참죠. 

235)戶田直溫륨)， 1927 ，朝蘇續道旅行案內， 京城;出版社未詳， p.55. 

숲國짧훌혹調훌機關聯合會朝蘇支홉ß ， 1939 , 前揚훌， p.213. 

安榮淑. 1974 , 前揚論文， p.59. 

地香뚫훌U入 大京城빼圓-톨圖 (1 936 , 京城府廳 校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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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자 당시 京城 都市計劃 作成者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永登浦를 우 

선 경성 시가지 계획쿠역(前述) 얀에 포함시컸던 것이다. 

永登浦 方面은 노량진으로 부터 連하고，&찾島을 隔하여 龍山 · 麻浦에 對하고 

京城의 西南 8km 地點에 있막 또한安養에 땀한 600 정보의 平野를끼고 京쏠 

線과 京仁線이 여기서 分l技되며， 西쪽에는 얀양천， 北쪽은 漢江에 의하여 장래水 

運의 便利플 개척하는 데 족하며， 여의도에는 韓滿을 연결하는 願호路의 中央 看

陸場이 있막 京城의 中央部와 01 地域파는 漢江에 의하여 격리되어 있는 故로， 

이 지역에 있는 공장들 때운에 京城의 호氣펀策응 척을 것이묘로， 장래 경성의 공 

업지역으로서 가장 重要한 地位에 있마 236> 

위와 같이 되어서， 永登浦 일대가 서울(경성)市에 펀입되었던 것이마. 

이 제 4 단면(조선종독부체제 初期)에서는 많은 變化가 말견되었막 우선 漢城은 조 

선(대한저l 국)의 멸망과 함께 獨立國 수도로서의 統治機能을 完全허 상실하고 다만 일제 

의 「植民地 햄解」의 통치 (판라)만을 맡는 植民地 首都( co lonial capi tal )로 바뀌고 

말았다. 따라서 수도가능에 있어서도 한성(京城)은 막중한 對外 連結，변경통제등-의 일 

을 日합에게 넘겨주고 말았막 國家的 首都(national capi tal )의 地位를 잃고不行히 

도 日本의 一部地域 판리를 맡는 地方的 首都 (subnational capital)로 격하되었다. 

日帝가 그들의 식만지 수도 정비를 위하고1 냐아가 全 朝解 統治를 위해 개설한 서울 

시내 基幹道路들을 따라 컬間 再組織(특허 용산， 충무로일대)이 韓國A의 利益과는 관 

계없이 속속 진행되었막 亡國과 함께 市域이 대폭 축소되면서 서울의 行政區域도 크게 

개펀되었다. 그러고 韓國의 여러 正統性 象徵(광화운， 경복궁 動政嚴등)이 헐리거나 日

帝의 巨大한 건물(가령 총독부 청사)로 가려지는 등 下待를 받았막 이는 위와 같응 象

徵을 통해서냐마 지속될 수 있는 한만족의 휩持 · 結束의 큰 바탕을 없애거나 약화시키 

려는 日帝의 정치적 意圖의 所륭풀이었마. 

236) 서울特別市史編훌委員曾， 1981 , 핸壘훌，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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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韓民園 ( 1948 ) 初期

1945 년 8 월 日本의 敗戰으로 韓國응 解放되었지만， 마국 · 중국 · 영국 3 國 首腦의 

이른바 「차이로 宣言J (1 943.11. 27) 에 言明된 戰後 韓國의 “自由 • 獨立國化" 237>는 실 

현되 지 뭇하고， 오히 려 國土는 北韓 38 度線으로 兩分되고 말았마. 한국이 해 방되 기 直

前에 日本의 敗色이 짙어진 것을 계기로 聯合國의 一員안 소련은 그의 군대를 급속히 韓

半島로進入시켜， 이를러일戰爭에서의 敗戰後 40 년만에 다시온韓半島장악의 好機로 

삼았다. 이에 당황한 美國은 어떻게 해서는지 소련 군대의 南下를 딱아야 댔다. 그러나 

그간 한국문제를 技葉的인 것으로 보아온 美國은 한반도 上陸準備도 없었고 238> 따라서 

흩韓 美軍兵力도 없었는 데마가， 미군 주둔지(오커냐와)가 너무 멀어 그들을 한반도로 

수송하려 연 多數의 선박과 많은 時閒이 필요했 다. 당시 미 국은 그만큼 많은 배 를 極東

地域에 두고 없지도 않았다， 239.>이와 같은 형판에서 美國은 부랴부랴(걸어도 10 日 以內

에) 實質的인 解結方案으로 38 線에 의한 韓半島 分劃을 제안했고， 소련은 이를 받아들 

여 그 38 선을 永久 分斷線으로 삼지 시작하였다， 2뼈) 

해방된 國土가 이렇게 軍事目的下에서 붐단되자 - 이 분단이 그후 政治的 ·題念빼 分

斷으로 굳어져갔지만 - 南韓응 곰 美國 陸軍 太平洋方面 司‘令官(액아뎌 장군)의 布告찌1) 

( 第 l 號， 1945. 9. 7. 日本 요코하마)에 의해서 [美國의 軍政」 治下에 들어 갔다. 

軍政이란 古領軍隊 國家의 軍事的 • 政治的 目的 달성을 위하여 낭i領地域 住民의 生命

• 財훌을 보호하고， 公共흉序를 유지하는 行짧(통치 ) 외에 立法 · 司法의 행위까지도 수 

행하는 일，다시 말해서 점령군의 「점령지역에 대한 政治」를 말하는 것이거나와 242> 점 

령군안 置韓 美軍政當局은 특히 @ 한국을 國際聯合에 가업할 수 있는 自主獨立國으로 

237) The Cario Dec1arat ion , Nov. 27. 1943. “ .... κ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ent >> • 

238) 任홈훌t 1969 ，"뿔國의 空뼈훌化에 대한 政治地理훌的 맑究? 地理學 4 ， 大韓地理學會，

pp.34-35. 

239) H. S. Truman, 1956, Memoirs by Harry S. Truman : Years 01 Trial and H

ope , Garden City:Doubleday, p.317. 

240) Ibid. , p.317. 

241) 이 軍政布告 第 l 뾰의 主要內容윤 다옵과 같다. 

@ 美軍이 38 編 이 남의 朝蘇地城을 점 령한다@ 美國陸軍 太平洋方面 司令흠의 $훌限 o 

로 남초선(남한)에 군정을 실시한다@ 모듣 行政홈(통치권)을 당붐간 위 司令官의 權

限下에 실시한마. 朴文玉， 1980 , 新韓國政府論， 서울 : 新흉社， p.259 참죠. 

242) 上揚훌，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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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가고，@ 한국 住民의 자유로운 意思를 代表하는 새로운 民主主義 政府樹立올 보장 

하고，@ 한국안의 敎育 및 산업부흥올 원초하는 것을 군정의 3 대 目標로 삼아 243> 점 

령지 南韓을 다스려 갔막 

위와 같이 韓國統治의 王體가 日帝總督에서 美 軍政當局으로 바뀌자， 우선 그간 식만 

지 수도 名稱으로 사용되어 오던 「京城」이 오래전부터 한국만들에 의해 불려오던 「서울」 

( 韓國語 首都 名詞)로 改稱되었고， 해방된 나라의 수도 서울은 다시 中央政府 直輔의 

特別市로 格上되연서 京훌훌道에서 獨立하였마 244>(1946). 이 격상 • 獨立錯置는 t復된 

國家의 首都地位나 그 機能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었다. 

軍政 3 年 (그중 後半은 名稱上 「南朝解 過建政府J )後 1948 년 8 월 15 일에 再生 韓

國(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었다. 日帝 35 年파 軍政 3 年이 지난 끝에 國家的 正統性

( 1 e g i t i ma c y ) 이 再活된 것이 다. 

대한민국 初代 大統領(李承曉)은 再生· 獨立國家의 元首로서 1948 년 8 월 15 일의 獨

立紀念購에서， 

@ 民主主義에 대한 信賴와 同 制度의 싶천 

@ 民權 및 個A自由의 보장 

@ 自 由戰念의 올바릎 認識과 尊重

@ 外國 , 특히 美國의 經濟援助 獲得

이상의 네가지를 “建國基魔의 主要要素들" 245> 로 내걸고， 民國初期의 政治를물어냐 

가려고 하였다. 정부는 再生獨立國인 韓國 特有의 위와 같은 建國基鍵 要素들을 다져가 

면서 , 안으로는 安寧~序와 國民의 經濟를 보살피 고 國家의 保숲을 위해 서 現代式 軍隊

를 유지해야 했으며， 밖A로는 外交를 강화해야 했다. 이러한 건국가초 다지기와 국가 

적 필수 機能들을 中央政府 各部處가 맡게되자， 이들 각부처 所在地 서울(수도)은 38 

년만에 다시 政治的 活氣를 띠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變化 • 형펀중에서도 당시 가장 주목할만한 國內外的 環境條件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마 3 년전부터 韓半島가 南北￡로 分斷되어 있었다는 점이다.政治 

理念 ( p 0 1 i t i c a 1 i d eo 1 ogy ) 을 달러해온 美國과 소련 兩軍이 그간 南 • 北을 각각 점령 

해 왔고， 뎌군다냐 소련윤 38 선을 永久 分斷線으로 여겨온 터여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는그붐단이 政治的A로 상당히 굳어져 있었다. 그굳어짐 때문에 南·北에 각각 

별도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혜의 分斷狀態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비록 38編이 

243) 上最홈， p.258. 

244) 서울特別市의 設置， 軍政法令 106 觀 (1946.9.18) ， 1946.9.28 부터 發썼. 

245) 李承曉대통령 獨立紀念廳 (1 948 . 8 . 15) , 東亞日報， 1948. 8.16 게재 숲文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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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戰銀 o 로 바뀌지는 하였지맨 한국 정부가 政治를 해가는데 있어서， 다시 말해 對內外

的안 政治的 行動 (political behavior) 을 취하는데 있어서 , 하냐의 커 다란 地理的

基底要因A로 作用하여 왔다.266> 

위와 같은 형펀에서 대한만국의 中央政府 機構는 軍政 3 年의 經驗， 新政府의 諸 훌志， 

分斷現實둥이 복합척 o 로 고려된 가운데 짜여졌A니， 그들 기쿠가수행한 각종 機能은 

곰再生 主權國의 首都(서울)가 당시에 전개한 統治機能에 해당된다. 그 기쿠를 보면 

內務， 外務， 國防， 財鏡， 法務， 文敎， 農林， 商I， 社會， 交通， 週信의 11 部，總務，法

制， 企畵l버 3 處， 公報室， 도합 15 부처였고， 그 밑에 實務水灌의 총 304 課가 있어서， 

이것들이 천국통치를 붐담하였다.장7> 이 304 는 죠선총독부 體制 初期의 16 에 비해 우 

려 19 倍로대폭증대된량이다. 再生韓國의 할일이 大量늘어난것이다. 

그중에도 외교， 국방， 교육， 사회 안정화둥의 일을 강화하는 것이 最手先的이었다.외 

무부 설치를 통한 自主外交 機能의 부활은 1905 년 日帝鏡藍政治後 消滅되었던 國際外

交가 43년앤11 마시 살아난 것이었다. 새 政府는 外務部 職員들에게 英語敎育， 嚴典敎育，

外國맑修를시켜가면서 獨立國의 外交體制정 tl1 에 박차를가해가는가운데，장8) 美國 軍

政當局과의 政權 • 體制흉讓 施商과 UN總會에서의 한국정부 承認、外交둥 新生 정부위 骨

幹을 가다듬는 막중한 업 무룰 수행하었고， 미국 • 영국 • 프랑스 • 자유중국 4개국과외 自

主外交 關係를 정식으로 再開하는 한펀， 세계 보건기쿠를 비옷한 여러 國際機構에 加入

하였다. 특히 對美外交는 한국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童視되어， 外交에 특히 능란한 수 

완을 지니고 있던 당시 대통령(이승만)은 활美 韓國大使에게 미국정부 쪽에 @ 대한민 

국이 한반도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널리 인식시키고，@ 經濟 • 武器둥에 대한 원 

초가 철실함을 설득하여 多題의 援助를 얻어내라(전술한 “건국기초의 주요 요소들” 제 

4 항 관련)는 指針을 내렸다.짜9> 이로써 수도 서울의 對外 連結機能 및 情報萬集處 機

能은 갑자기 活性化되기 시작하였다. 

文敎部 설치를 계기로 해서 本格的A로 천개한 國民形成 (nat ion-bui 1 ding) 作業도 

日帝植民地로부터 해방·독럽을 맞은 당시로서는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국민형성 

은 훌鏡敎育올 통해서 영토내에 사는 住民들을 自國의 國家體制 (state system) 속으 

로 導入해 감으로써 그들로 하여 금 國民意識을 갖게 하고， 이 로써 國民的 統合을 確保

246) 任德훌， 1983, “韓國政治地理學의 聽훌휠’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 石果李像博土 華甲

紀;옳論集， 서 올 : 敎훌社， pp. 46-47. 

247) 總務處， 1980 , 前揚훌， pp. 95 , 140. 

248) 서울신품 륙벨취재팀， 1984 , 韓혈外交빼錄， 서울 : 서울신뭄사， pp.21 , 24. 

249) 上揚훌， pp.45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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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는일인데， 이는국가의 존속에 필수적인 것이막떼) 

또한 植民地 통치체제로부터 자주독립국 체제로 移行될 혜에 흔히 냐타냐는 갈둥 • 실 

업 • 기타 社會的 諸 不安올 해소 · 치유하기 위해서 社會部가 신설되어 그 판계업무를 맡 

은 것도 주목할만 하마. 갈둥 • 실업 • 기 타 불안둥은 짧生國家 初期에 잘 극복되지 뭇하 

면 그 신생국가를 다시 分짧시키거냐， 냐아가 熾亡까지 초래하는 作用을 하는 것이다， 251> 

위 통치기능의 質이냐 量으로 보아， 再生國의 수도 서울은 외교， 국방， 國民敎育， 國

內安定化， 산업진흥둥 국가동치상 必須的인 일들을 전부 맡은， 실로 責任이 막중한 先

導的 政治都市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서울의 自體 地方行政 機能은 市廳의 l 室 7 局

밑의 36 調가 수행하였다 252) 이는 조선총독부 체제초기의 17 課에 비하면 2 倍이상A 

로 늘어난 것이다 그중 특히 市內의 社會的 安定化， 敎育， 상공업진흥둥의 일은 총독 

부체제 초기보다 彈力하게， 또는 새로이 推進해야 랬다. 

대한만국 정부수립해인 1948 年의 首都쪼間 법위는 총독부체제 초기안 1914 年의 것 

보다 훨씬 넓혀져 있었다. 그간에 日帝가 1936 年에 대폭A로， 1944 年에 또다시 소폭 

으후 시역을 확장(延禮面 펀입 )엉3) 해 놓았기 때문이다. 大韓民國 政府에 의한 수도 시 

역확장은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 年에 있었는데， 그해 南쪽에서는 京離道 始興鄭 東

面의 九老里， 道林里， 畵大方里가 永登浦區에 , 東쪽에서 는 高陽君E 훌훌島面 ( 面故里-中

용里-新川里 일때 )이 城東區에 北쪽에서는 同郵 豪仁面(水輸里-吉音里 일대)이 城北

區(新設 區)에， 北西쪽에서는 同郵 恩平面(佛光里-鷹岩里 일대)이 西大門區에 각각펀 

250) P. J. Taylor , 1979 , Op. ci t., p.139. 

R.D. Dikshit , 1982 , Op. eit. , pp.161-162.; 

251) S. V. Valkenburg , 1942 , E lement S 01 Poli ti cal Geography , New York P-

rent ic-Hall , pp.7-8. 

252) 總務處， 1980 , 前揚훌， pp. 1l49. 

서울特別市廳 市政據홈官훌， 1983 , 현휠種. 1 훌 7 局윤비서실과， 내무·정찰·학무· 

사회 ·재무· 상공· 건설국이었음. 

253) 內務部， 1980 , 地方行政區城要톨， p.15. 

上同者， 1979 , 前揚홈， p.30. 

연회면이 서울에 펀업됨과 동시에， 이 지역이 西大門區 일부 및 龍山區 일부와 합쳐 R￥ 

浦區가되고， 그리하여 서울의 區는 8개로늘어났다. 종천의 7 區는종로， 중， 동대운. 

용산， 성동， 영둥포， 서대운 區인데， 이들 7 區는 都城內 지역과 4 개의 출장소(용·산， 

동부， 서부， 영둥표)판할쿠역 이 1943 년에 개펀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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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다 2당) 이 확대는 再生 大韓民國 政府에 의한 첫번 째 首都市域 據大라는 [ 政治

的」 意養가 상당히 가마된 초치였다. 이로써 從前의 약 2 倍 크기 ( 268.4 뼈)로 시역이 

늘어났던 것이 다(그림 20). 39 년전에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그 수도가 京離道

소속의 -個 市(府)로 格下되면서 市域이 크게 줄었던 것이 다시 主權國家 直轉의 首都

로 格上되면서 곧 크게 확장된， 의미있는 확장이 었다. 위 據大와 함께 區數는 1944 년 

1944 年

延웰面편입 

0 4 8km 

그림 20. 1949 年 홉都 서울의 空間

이래 鍾路， 中， 東大門， 龍山， 城東， 永登浦， 西大門， 蘇浦區의 8 에서 9 로 늘었고(城 

北區신설) , 出張所도豪仁， 薰島， 恩平의 3 개가신설되었 t1 그혜 工場이 많은 永登

浦 밖 南西쪽 일대(현재의 九老洞 - 道林洞 일대)와 훌훌島(뚝섬)面 일대 (현 잠실지역 

포함)가 서울市城에 펀입된 점이 특기할만 하다. 

영둥포 밖 南西쪽 일대는 그간 영동포 - 인천의 工場地帝化 과정에서 짧色加工， 織

254) 市道의 판할쿠역 및 區·郵의 名稱 • 位置 • 관할지역 변경의 件， 大統領令 159 號 (1 949.8. 

13) , 1949. 8.13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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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再生， 機械， 製鍵， 皮華， 製葉， 콘크리트 공장을 포함한 多數의 공장들이 계속 들어 

섰고 255) 그에 따라 A口도 늘어냐 있어서 外觀上 서울판업이 自然스러 웠￡냐，뚝섬 일대 

는 서울에 펀입될만큼 成長되어 있지 않았다. 

뚝섬지역과 훌훌室地域(당시는 河中島었고， 현재는 江東區 잠실지역 )으로 쿠성된 독도 

연 일대중 前者 地域은 漢江이 운반해온 洪積層 및 f中積I혈이 되적되어 좋은 훨質壞土를 

지니고있었는데， 1910 년대에 들어와서 日帝가歡業模範農場(支場)을설치，그곳을果 

樹· 채소 재배지로 이용하고 앓었다. 그일을계기로 東洋紹植會社 훌훌島出張所도 그왔~l 

설치되면서 憐j호fJt地를 개간하자. 이 뚝섬일대는 당시 서울을 상대로하는 야채 (일본種， 

西洋種등)의 最大 供給地가 되었다 256) 그렇게 지내오마가 서울市域이 1936 年에 뚝섬 

西邊의 中浪)11 - 漢川 線에까지 據大되고 環狀提防이 쌓여지자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뚝섬의 종래 河港機能은 급속히 쇠퇴하여 近셨農業地 쿠실만 하게 되었다. 이 상태가 지 

속되 어 오다가 城東橋 - 뚝섬 간 道路治邊에 1940 년대 에 들어오}져 現 聖水洞을 중심 으 

로 유리 · 土石製品 및 衣類 생산등 비교적 土看的안 공장들 257) 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 

하면서 (以前인 1ffiO 년에 君子里에 벽돌공장이 들어섰지만)A口도늘고市街化도 시작되었고， 

따라서 근교농업은서서히 뚝섬 東쪽으로밀려냐가게 되었다. 이처럼 유치한 工業化過

種il 있었고， 아직도 전체적A로는 넓은 近졌農業地帝로 남아 있다가 1949 년에 서울에 편 

입된 것이다. 그후 10 여 년이 지냐서 1960 년 以後에 야 이 일대가 본격적인 도場地區化 

되었넌 것이 마.258) 

新川(당시 漢江의 非 主水路) 南쪽에 있던 당시의 잠실지역은 排水가 不良한 低地帝

로 洪水빼는 침수되곤 하던 農業地뿜었으냐， 그의 南部地域이 ‘漢江(한강의 ~水路) 에 

接해 있고(그림 21) 行때훌훌城上훌훌島面에 속해 있었던까닮il， 독도연 전체가서울에 펀 

255) 서울將別市史編훌委員會， 1981 , 前揚훌， p. 495. 

安榮淑， 1974 , 前揚論文， p.60. 

256) 朝解總홉府， 1933 , 朝蘇η聚짧(前1) ， pp. 211-212 . 

257) 朴英漢， 1966 , “했外地城의 都市化에 관한 뻐究 : 서울 東쨌 뚝도를 중심으로? 地理敎

育科歸)， 1984 , 韓國의 人口와聚짧뻐究 ; 八혈李쩔晧敎授 停年退任 紀念論集， 서울 

大學校 師大 地理敎育科J pp.363-364. 

崔顆E톰 J 1984 ，“서울東部의 工業地城構造에 판한 연구j’， 東國地理 5 ， 東國地理學會，pp.

8-9. 

258) 姜大玄J 1971 , “大都市 했外地域의 都市化過똘과 類휠의 맑究? 뾰쩔뿔 6 ， 大韓地理

學會. pp.34-47. 法的￡로 工業地훨化된 것은 1964 년에 와서였다. 서울特別市，1977 ， 

前揚홈， pp. 176-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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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될혜 함께 서울에 펀입되었던 것이다 2æ> 이처럽 잠실지역의 서울펀입은工場立地，A 

口集中， 市街化둥과는하둥판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펀입 後부터서야비로서 이 

i1! 

.. 建物地域

푼3 모래地域 

奉恩촉 

그림 21. 1950 年代初의훨室地區 

0 

〔資料源 : 뚝섬， 둔전리 1 : 5 만 地圖(1953 ， 美軍工兵隊) ) 

2km 

곳은 서서히 근교농업 지대로 바뀌어 그 상태를 지속해왔던 것이 막 그러한 판입후 1949 

259) 新川이란 때내」의 漢字表짧이다. 원래 뚝섬 동쪽의 ;z:}c}캉리-로부터 오늘뿔} 石村湖 자리에 

있먼 훌훌江本流(主水路)에 이르는 땅은 半島였￡냐， 잦은 홍수 後에 이 「새내」가 생져 소 

위 잠실지역윤 섬이 되고 말었다. 이처럽 신천(새내)은 한강의 非主水路이고， 오늘날 

석촌호자리가 한강 주수로(본류)였으냐， 1970 년대초 잠실 개발로 인해 오늘날에는 新

川이 主水路가 되는 대신 鳳主水路는 오히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석촌호만월주수로의 유 

척A로 남아 있다. 그러고 잠실 西南쪽의 浮里島(현재는 섭이 아닙)는 당시에는 廣州都

소속이어서 서울펀입운 되지 않았다. 당시 5 萬 뚝섬 圖葉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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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서울 A 口는 약 140 만 (1 ， 418 ， 025) 이었막 

그러 냐 제 l 공화국 樹立以後부터 同 共和國 末期까지 10 여 년간은 한국이 정치 , 청제， 

사회연에서 안정을 이루어야할 再生後 처읍 닥친 어려운 시기였다. 신생국 대부품이 탄 

생초기에는 國家의 內部構造들을 공고히 하면서 國內 諸 問題와 씨릅하고， 한펀으로는 

弱體인 自國을노라는外勢， 특히 憐數*勢셰도신경을써서 對處해야하는데 260> 韓國은 

이 「初期」를 잘 넘기지 뭇하였다. 日帝壓政 以後의 經濟的 後進性이 그대로 남아있고1 

政治的 混亂 및 後進性도 가셔지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新生 2 年도 채 안되어서 北韓

의 南f콩으로 6.25 動亂이라는엄청난戰爭事態(1950. 6 '" 1953. 7)를 맞아 政府와 

국민은 國基가 채 잡히기도 천에 大混亂을 겪었다. 이 동란으로 서울에서는 특히 鍾路

및 明洞 일대와 永登浦 및 龍山의 공장지대(특히 영둥포)가크냐큰 파괴를 입었막 그리하 

여 종로 • 명동 일대 中心商街에는 양철， 냐무판대기， 시멘트 블럭등으로 임시로 만든 

假建物， 소위 「빠락크」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26 1> 이 빠락크 상태 는 대 략 1955 년 

까지 지속되었다. 

動홉L以後에 도 경 제 및 정 치 는 답보상태 를 연치 옷하고， 北으로부터 의 軍事的 威훌훌이 

존속하는 가운데 民主化가 덜된 政府에 대해서 국만의 不滿음 커졌고， 1960 년 4 월에 

는 r 4.19 黃命」이 일어났다. 그로써 第 l 共和國의 自由黨政權은물러냐고第 2 共和國 

의 民主黨 新政權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第 5 斷面期에도 국가의 再生에 짜라 커마란 변화가 얼어낯마. 우선 獨立國家가 

됨에 따라 서울이 다시 首都地位를 찾았고， 그의 통치기능들도 모두 회복되었다. 통어， 

국민결속， 연결， 변경통제둥 4 대 수도 기능을 근 40 년만에 독자적￡로 다시 수행하 

게 된 것이다. 한국 歷史 以來 수도의 統治機能이 최대의 比率로 늘어난 것도 이빼었다. 

수도類型에 있어서도 식 만지 수도로부터 다시 國家的 首都 (nat ional capi ta l) 혹 바 

뀌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大韓民國 정부 承認、獲得이냐 獨立國 國民의 iE體性確立을 위 

해서 서울은 對外連結， 國民結束둥의 首都織能을 강하게 수행하였마. 

日帝에 의해 축소되었던수도市域은마시 대폭據大되면서 행정군역도개편되었막 

서울이 再生民國의 수도로 選擇된 것응 실로 이곳이 초선 500 년의 기냐긴 수도였고，따 

라서 국가적 정동성과역사적 전통이 어리어있는都市었기 혜문이다. 다시 말해서 「천 

통적 요인」이 서울에 작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냐 再生民國은 「初期」의 여러 

어려움올 克服하지 뭇한 가운데 6.25 動亂을 맞았고， 그로 인하여 首都 서울의 주요부 

260) S. V. Valkenburg, 1942 , Op. cit. , pp. 7-8. 

261)吳굶， 1954 , 覆觀한 서울의 風景? 暫天地， 1954. 4 月號，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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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이 크게 파괴되는 悲運을 겪었다. 

(6) 第 3 共和國 ( 1963 ) 初期

제 2 공화국 정부는 민주정치의 성장과 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國民의 æt存 不滿을 해 

소하려고 노력하였A냐 韓國社會는 정부 의도대로 훌훌展해가지 뭇하고 계속 混亂 속에 있 

었다. 그러한와중에서 다시 1 년후인 1961 년 5월에 軍專혹을命 (5.16 華命)이 일어 

냐， 제 2 공화국은 短命으로 릎냐고 民主共和黨이 이 끄는 제 3 공화국이 시 작되 었 막 제 

3 공화국은 第 l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1962 '" 1966) 을 강력히 실천하였다. 

動力供給源 確保， 農業生童 增大 및 農家所得 高錫， 基幹塵業 및 社會間接資本 확충， 

展用增大， 國土開發， 輪出增大， 技術振興과 같은 7 大 目標 262) 達成에 초점을 둔위 5 

個年計劃과， 그 추진은 아래와 같은 당시 大統領(朴正熙 大統領)의 回顧內容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인 經濟的 後進性을 조속히 면해보려는 정부 

• 국만 공통의 ;念願을 反映한 것이었다. 

우리가 政權을 引쫓 [1961J 하고 난뒤 부딪친 問題들은 너무냐 방대하고 複雜

했A며， 政治， 經濟， 文化 어느 영역에서나 그 해결이 時즙、하지 않은 것이 없었 

막 그러나 우리는 自立經濟의 건설과 훌業黃命의 성취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것은 실로 華命을 통한 民族國家의 大 改華과 民族中興 創業의 성패여부를 판 

7r-릎하는 問題의 全部이며 關鍵임을 알고 있었다 

休戰이 성립된 1953 년부터 1A當 所得은 9 년간에 불과 12 %의 증가를 냐타 

냈을 뿐이었다. 이것마저도 1953 년부터 1958 년까지의 再建期에 이루어진 것이 

며， 첨체에 빠졌던 1959 년부터는 l 人當 所得이 계속 체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最低 所得國家의 영역을 벗어나지 뭇하고 있었다 263) 

이처럼 당시의 사실상의 國政最홉目標는經濟成長이었고，따라서 政治는한마디로 말해서 

I經濟 第-主義 政治」라 할만큼 지극히 經濟指向的이었다， 2없) 

262) 大韓民國政府， 1962，짧濟開發五個年計훌U (1 962. 1. 13 發表) . 

263) 朴正熙 1971 ， 民族의 底力， 서울 ::}t明出版社， pp.125-128. 

264) 李漢帳， 1969 , ";j藏과 社賣t 韓國行政의 歷史的分析 : 1948'" 1967 , 韓國行政問題뻐究 

所， p.34. 

李詳兩， 1984 ，“고독한 權力者， 그 감추어진 훌面世界 ; 朴正熙體制그 權力의 막후? 新

東亞， 1984. 7 月호， pp. 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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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발맞추어 中央政府의 機能도 國家 二大目標중 하냐인 國民生活의 向上쪽으로 크 

게기울여졌다. 청제제일주의는輸出振興에 直結되어， 1964 年에는「大望」의 l 憶달 

러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 액수는 당시로서는하냐의 劃期的인 것이었다.그러한 가운데 

에도 美國을 비옷한 西方 諸國고}의 親善關係 유지가 소홀해져서는 안되고， 北韓과의 敵

對的 緊張關係의 지속해문에， 自主國防力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일어났 

다. 그와 같은 경제， 정치， 외교， 군사적 要求들이 정부의 國家的 機能과 首都의 統治

機能에 반영되고， 째로는 機能間 調整도 가져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당시에 밟編된 中央政府 기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經濟企劃， 源子

力의 2 院， 外鏡，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문교， 농럼， 상공， 건설， 보건사회， 교통， 

체신， 公報의 13 部， 총무， 법제 , 원호의 3 處， 專賣， 調達， 검찰，농촌진흥， 노동， 철 

도의 6 廳， 도합 24 部處로정부기쿠가개편되었다. 대한만국초기보다부처기준으로하 

여 9 냐 더 늘어난 대폭적 증가었마. 경제기획， 건설， 국내외 弘報， 농촌진흥， 노동생 

산성 향상， 국민보건， 철도 교통등의 업무에 보다 더 力點을 두도록 한 것이었막 

물론 많存의 外交 및 國防의 업무도 가쿠개펀과 판련없이 당시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 

다. 大統領의 東南亞 3 國(말레이지아， 타이， 自由中國)~옮， 서울에서의 아시아-太 

平洋 地域團價會議( ASPAC) 및 世界敎育者 大會 (54 國 參加)， 西獨 大鏡領굶韓둥이 

당시의 外交꿇化 努力을 잘 말하여 준다. 

위 24 부처 밑 의 총 357 개 課가 全體 國事， 즉 국가적 기 능을 우체 적 으로 분담 • 수 

행하었는데 265) 이 357 역시 당시 수도의 동치기능 량인 셈이다. 이 量은 제 l 공화 

국초기의 304 보다 53 이 늘어난 (1 7%의 완만한증가) 것이었다. 

한펀 首都市域 自體만을 위한 地方 行政機能은 市廳、의 l 室 11 局， 도합 12 부서 (공 

보실， 내무，경찰， 보건사회，재무， 산업， 건설， 水道，敎育， 都市計劃，판광운수， 청 

소국)의 총 47 課가 맡아 수행하였다. 266) 이 47 은 제 l 공화국 초기의 36..!!.다 31 %정 

도 증가한 것이다. 특히 당시는 市內의 諸 趙設， 도시정비， ;J，重送， 청소둥에 대한 行政

需要 증대가필요하었는데， 이 증대는그간에 생긴 中央政府의 統治機能 (基盤活動)의 

彈化 및 多量化에 따르는 각종 活動의 首都集中， 그로 인한 直接 • 間接의 人口增加 (이 

해 서울 안구가 325 만이 됨 ), 首都의 土地利用 또는 內部地域 構造의 갖멍率化 要求둥에 

기안한다고본마. 

1963 년에는특히 政權交替와관련해서 首都市域이 종전의 2 倍이상( 613 뼈 o 로 

265) 總務處， 1980 , 前揚홉， pp.99 , 142. 

266) 서울特別市廳 市政擔當官室， 1983 , 前揚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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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확대되 었 다(그림 22 , 大韓民國 樹立後 2 次據大). 解放後 l 次據大 (1949) 부터 

1963 년의 2 次 據大까지의 期間에 는 6.25 動亂 (1 950 '" 1953) , 動亂後 復舊， 4 .19 

薰命 (1 960), 5.16 童命( 1961) 둥 연속척4로 커 다란 사건이 일어 녔고，國內情勢도 심 

히 不安定하였기 빼뭄에 市域據張같은 일에 신청을 쓸 형판이 뭇되었던 것A로 생각된 

다 1962 년 이 후 社會가 어 느 정 도 安定되 자， 政治的 新 氣運도 불어 넣고 經濟開發計

劃 實鍵의옳훤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대폭적인 市域據大를 決行하였막 

물론 서울市廳 당국은 그간에 늘어난 A口(시역확대 직천안 1962 년 7 월말現在 292 

만)혜문에， 인우 高密度化에 따른 交通， 住힐， 衛生둥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中央政

府는 서울 A口가 그 憐接地域으로 계속 據散되고 있기 혜문에 차제에 수도 시역확대를 

통하여 이들 A口를흡수·정비해야할펄요를안고있었는데 ?J.m 이 점이 市域據大에 

대한 政治的 決斷에 의 촉진제 구실을 하였 막 

8km 

그림 22. 1963 年 首都 서울의 EE間

이 시역확대 혜에 아래와 같은 지역이 서울에 펀입되었다. 

東쪽 : 樓州郵 九里面의 上鳳里， 中下里， 畢洞里， 新內里， 忘憂里 ..... 東大門區에 

267) 內務部， 1979 , 前揚훌， p.155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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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州君U 九川面의 高德里-遍村里 일대 

1/ 中뿔面의 可樂뿔-巨金里 일대 ......... 城東區에 

환폴 ; 富川劃 콤丁面의 표E各里， 五옳u里 

1/ 素없?둠의 船里， 溫水里， 宮里， 天묘里， 橋柳]里， 開峰里， 高R里

始興都 新東面의 盤浦里， 瑞草里， 牛眼里

1/ 東面의 始興里， 훈山里， 加里峰里， 新林里， 奉天里 ...... 永登浦

區에 

廣州劃 彦州面의 論뼈里， 羅三里， 大d댈里 

1/ 大fII面의 速院里， 水西里， 緊各里， 細용里 ...... 城東區에 

西쪽 ; 金浦郵 陽東面의 新훔里-木洞里 일대 

1/ 陽西面의 備花里-未各里 일대 ...... 永登浦區에 

北쪽 : 陽州君U 盧海面의 용洞里-道ø훌里 일대 ...... 城北區에 268> 

위 확대중에도 漢江 南쪽의 始興劃 新東面과 東面의 일부， 廣州劃 彦州面과 大묘面 

의 일부을 편업한 것이 特記할만 하다. 이 始興都 일부및 廣씨뽑B 일부지역은 당시 包容A口

냐 市街化面에서 서 울市에 펀입 될 형 펀이 전혀 되 어 있지 뭇한 農村地帝였 막 漢江 南北

을 잇는 다리가 하냐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일대는 서울都心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農事

地帝(벼， 밭작물， 花판)로 남아 었었던 것이다. 서울로 편입되고 그 l 년 후인 1 964 

년 l 월에 市中 新聞에 表現된 위 지역일부의 형펀을 보면， 당시 그곳의 農村的 분위 기 

를잘 알수 있마. 

거기 [:板橋 J 서 한 20 리가량 [北￡로]가면， 새원 〔新院]마을. 이제는벌 

써 서울特別市에 닿은 셈이마. 그 마을까지 서울특벨시에 펀입됐다니까， 그러고 

市內빼스가 마나고 合乘들이 마나고 잊으나까 ... 

그러냐 서울 길을 물￡면 아직도 50 리가 짱짱하다 한다. 그바로 이웃 마을언 

말죽거리 [ 現 良才洞繹三洞 일대]만 해도 마찬가지이막 한덩어리는 永登浦

區 良才洞이고， 또조그마한한덩어라는城東區에 들어갔다지만참 서울응 아직 

멜다이마을 [말죽거리] 사람들은이제는서울市民이 되었다는 데서， 어 

떤 自負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 혜문에 손해도 본단다. 뭐 귀찮게 우는 일이 없 

어서 우선 좋고 合乘， 빼스들이 다녀주니까 고맙지만， 規金이 올랐다는게 골치인 

모양 ... 

268) 서울特別市 • 道 • 都 • 區의 管轉區훨變更에 판한 法律， 法律 1172앓(1 962.1 1. 21), 1963. 

1. 1 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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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람노릇하기가 어머 그리 쉽겠읍니까?’ 지난 해야 서울 市民이된 老A

한붐윤 그래도 껄껄껄 너털웃음올 털어놓았막 2m> 

그림 23. 1963 年 首都 서울의 建物化 地域
〔資料源 : 서울 1 : 25 만 地圖 (1964 ， 육군측지부대)， 
Special City of Seoul 지 도 (1961 , Yungmoonsa)) 

8kπ 

區 數의 증가는 없었A냐 便法으로 出張所 관할쿠역을 10 개 (望憂 , 千戶， 松城， 彦州，

盧海， 新東， 冠돕， 陽東， 陽西， 橋柳)나 더 늘려 많存 3 개(뿔仁， 훌훌島， 恩平)와 함께 

13 개를운영하도록죠치하였다. 결국 9 區， 13 出張所管轉흉域，도합 22 개의 區域 行政單位

로 나누어 숲 서울의 土地와 住民을 판장하였다. 이 樓大後 1963 년 A 口는 약 325 萬

(3 ， 254 ， 630) 이나되어 서울은世界的인 巨大都市로둥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에 의한 l 차 확장 후안 1949 년의 140 萬에 비해서 14 년 동안에 무려 2 倍 이상이 냐 

늘어난 것이막 그러한 莫大한 증가는 그간 市內외 담然的 增j따+펀입 -^1 쿠 A口의 加算

혜뭄이기도하지만， 農村에서의 轉入A口 급증이 뎌 를理由가되었다. 다만 그당시에 

269) 東亞日報， 1964. 1. 27. 말죽거리판계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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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의 A口吸引力보다는 農村의 A口排出力이 더 컸었던것， 말하자면 서울이 인쿠 

를 끌어들일 能力을 잘 갖추어 있지 뭇한 형펀에서 A口技養力이 낮은 農村이 담體 인우 

를 밀어내어 생기는 이른바 [무작정 上京JA 口 ( 嚴密히 말하면 이 上京에도 이유가 

있다) 가 많았던 것이 特徵的이었다. 

한펀 196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는 地上 10 屬 이상의 高屬建物이 서울 市內에 서기 

시작하였는데， 그중에도 1966 年에 세워진 朝興銀行 本店 16 屬 건물(廣橋 南쪽)은 서 

울의 고층건물 時代를 연 획기적 축초물이었다. 

이 第 6 斷面期를 종합적 으로 要約해 보연 다음과 같다. 第 3 共和國은 第 l 共和國을 

잠시동안 이은 제 2 공화국이 무너지고 생긴 것이다. 제 l 공화국 혜의 經濟的 後進을 특 

히 개선해 보려고 애썼던 제 3 공화국 정부는 「經濟 第-主義」 政策을彈力히 폈다.그러 

하여 수도 서울은 中央集權的안 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都市가 되어 경제 

적 측면에서 볼 혜， 바쁜 도시요 活氣있는 首都로 바뀌어 갔막 그러면서도 서울은 대 

외 연결가능도 잘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수도의 통치기 

능도 대폭 늘었다. 이해 中央政府의 전국통치력은 아주 강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능상 

서울은 동어적 수도의 군실을 강하게 수행하였마. 

새 포부를 안고 출발한 제 3 공화국정부에 의해 首都市域도 대폭 據大되었고，현업쿠역 

에 대한 將來의 意圖도 있어서， 市域內 행정구역개펀도 행해졌다. 

(7) 第 4 共和國( 1973 ) 初期 및 그 後

第 4 共和國 初期는 국내적i로는 國家統治가 한층 彈化되고， 한펀￡로는 重化學工業

및 輪出據大 정 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던 시기였마. 對外的으로는 國際外交， 특히 韓國의 

統治方式에 多少閒에 견해를 달리렀던 美國과의 外交關係가 원만하지 않은 혜였다.美國 

政府는한국車命政府 (5.16 後)가영위되던당시인 1961 년後半부터 얼마얀가서 民間

政府樹立 計劃이 확정될혜까지 자주 民政移讓을 요청해올 정도로 한국의 政治的장 

래에 대해 關心을 가져왔는 데 270) 1972 년 末띨 한국에서 維新體制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해 不滿스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시거의 中央政府 통치기쿠는 2 院 13 部 4 處 13 廳， 도합 32 개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70) 서울신뭄특벨취재팀 , 1984 , 前揚홈， pp.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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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企劃院 國土鏡-院 外務部 內務部

財務部 法務部 國防部 文敎部

農林部 商工部 建設部 保健社會部

交通部 適信部 文化公報部 總務處

科學技術處 法制處 援훌훌處 專賣廳

調達廳 國脫廳 關脫廳 檢察廳

兵務廳、 農村振興廳 水運廳 山林廳

I業振興廳 工業團地管理廳、 勞動廳 鐵道廳 낌}) 

위의 全部處가포용한課총수는 751 이었다.낌2) 이는제 3 공화국초기의 357에 비 

하여 2 倍가 넘는 수이다. 首都의 통치기능이 크게 증가하고 多樣化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중에도 水塵， 工業振興， 공업단지 판리， 세금징수， 兵務， 統- 관계등의 일 

이 보다 강화되거냐 늘어났다. 

그렇게 되어 오던중 1979 년 10 월에 大統領암살사건 (10.26 사태)이 일어났고， 그 

후 약 1 年餘의 政治 - 社會的 흔란 期間을 겪 고나서 1981 년에 第 5 共和國이 成立되 었 

다. 제 5 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轉機를 맞으면서 「새 時代」를 건설하려는 熱望으로 가득 

갔다. 그리고 종래의 經濟成長 第一主義보다는 정제 성장과 分配간의 調和률이룩히여 民

生의 安定을 確保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環境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福社社會」 指向의 政策을 樹立 • 執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 인 輪出增大로 屬

用水準도 유지 · 向上시키면서 정치 -경제적 安定을 이루어 냐가야 했다. 사실상 flO' 26 

事態」後 특히 수출부진과 도場據動의 축소에 따른 經濟面에서의 곤청은 하냐의 社會問

題를 초월하여 커다란 政治的 問題로까지 據大되었었마. 

위와같은형펀에 처해있던제 5 공화국의 初期中央政府기구는 2 院 15 部 4 處 14 

廳， 도합 35 개로 짜여졌다. 그리고 課 數는 1 ， 191 이었다.킹3) 제 4 공화국의 初期것보 

다 部處數에 있어서는 3 이 늘고， 課數에 있어서는 4407~ 가 늘은 것이 다. 課를 기준으 

로할혜， 통치기능량이 59 %냐 늘은 것이다. 특히 動力資源， 勞動， 將흙，환경문제， 海

運 및 港灣둥의 관계 일이 강화되었다. 

271) 總務處， 1980 , 前揚훌， p.l0 1. 

272) 上揚훌， pp.lOl , 145. 課총수 751 에는 담당판 數 238 이 포함됨. 기능상 담당관의 일 

이 課의 일과 같기 빼뭄엄. 

273) 政府組織法中렇正法律， 法律 3422 號(1 981. 4. 8). 

總務處t 1983 , 總務處年報 1982 , pp.4 9-50. 課數계산에 있어서 담당판수 470이 포 

함됨. 동력자월， 노동의 2 部와특허， 환경， 해운항만의 3 廳신설， 공업단지 관리， 노 

동의 2 廳회l 지， 따라서 3 部處가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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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의 신설은 한국이 안고 있는 動力과 鍵勳資源의 결핍을 해소하여， 이냐라 

를유수한 工業國家로 둥장시키기 위한 죠치였고， 勞動部 신설(승격)윤 勞動生塵性의 

뎌 높은 向上 및 노동자보호를 통해서 유→순한 공업국이 되고， 또한 福I址社會도 건설해 

보려고 한 조치였막 찌) 해운항만청 , 特許廳， 환경청의 신설도 각각 해당붐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이들 모든 中央部處의 서울市內 分布狀況을 보면 그럼 24 와 같은데， 그 

分布狀況은 앞의 그림 12 에 냐타난 首都初期의 六費 거리 중심의 中央部處붐포오}는크 

게 차가 난다. 한판 首都自體만을 위한 市廳機構를 보면， 제 4 공화국 초기에는 公報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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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81 年 서울市內 中央政府 部處 分布
〔資料源 : 서울전화번호부〕 

내무， 재무， 보건사회， 환경， 산업， 綠地， 훌훌察， 都市計劃， 住~， 판광운수， 건설， 水

道의 12 局， 消防本部， 그러고 별도의 敎育委員會， 도합 15 부서의 총 84 課가 지방행 

정기능을 맡아 수행하였막 η5) 제 3 공화국 초기와는 달러 환청정화， 녹지보존， 주택제 

공， 소방강화둥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짜놓은 기쿠였마(지방행정 기능량 84). 

274) 대한민국정부 관보， 8809 호(1 98 1. 4. 8). 

275) 서울將別市廳 市政擔當官室， 1983 ，편훨變: 

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 1981 , 서울 數育史(下}，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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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년이 지난 1981 년제 5 공화국초기 市廳의 지방행정 기능은 1 室 11 局 l 本部，별 

도의 敎育委員會， 도합 14 부서의 82 課가 맡아 수행하였다 276> (地方行政 가능량 82) • 

제 4 공화국초기 빼보다 l 局 2 課가줄었다. 그렇게 된 것은政府機構를節約的으로 운 

영한다는 方針에 따라 機構數 減少가행해졌기 빼문이다. 局 • 課數는 줄었A되， 局파 課가 

각각大形化되었다. 

그리고제 3 공화국(1 963) 初期~제 4 공화국 (1973) 初期에 있어서， 위와 같이 기능 

량이 변한 것외에， 首都의 空間組織 變化와 판련있는 중요 施設造成 및 開發事業도 전 

개되었는데， 그것은第 2 漢江橋(現錫花大橋， 1965 蘇、浦區合井洞-永登浦區楊첼洞) 

제 3한강교 277>(現漢南大橋， 1969 漢南洞-新沙洞) , 서울大橋(現蘇浦大橋， 1970: 

蘇浦洞-永登浦區 #훗島洞)， 賣室大橋(1 972 : 累陽洞-훌훌室洞)， 永東橋( 1973 :뿔水洞 

-淸灌洞)둥 여러 큰 교량의 開通과， 漢江 南北治뿔 江邊 1"-'6 路 (1 967 "-' 1972) 개통， 

#훗島 開發 (1968 ,,-, 1970 年代 初 : 理立， 輪中提 건설， 斯地 造成， 貴通道路 개설 ) ，永

東地區 개발 ( 1970 年代 初 : 제 3 한강교 및 永東橋 남쪽 일대 )등이 었다. 

제 2 한강교는 당시 “A口 500 萬의 大서울” 建設의 몸을 實現할 것을 目標로하여 훌 

I.되었는데， 그 開通으로 기대했던 대로 蘇浦區의 西橋地區， 永登浦區 西部， 金浦街道

일대둥의 획기적 變化-成長을 가져왔다. 제 3한강교 개통은 그 直前에 냐온 서울市長 

의 衛星都市建設計劃(後述) 發表에 펀승하여， 그간(서울펀입 후) 잠자는 狀態에 있었 

던 오늘날의 永東地區는 물론 京쏠高速道路를 축A로 한 서울 南쪽 外顧一帝의 개발을 

가져왔막 그러 나 이러한 開짧이냐 성장이 반드시 모두 가치로운 것이냐 하는 물음은 

별개의 것이막 여기서는 空間的 測面의 變化相을 냐타난 바 그대로 본 것이다. 

특히 제 3 한강교는 아래와 같은 텀標를 노리고 착공되었는데， 그 노렸던대로 1970 년 

대 初期의 永東地區 開發의 촉진제 쿠실을 하였 막 

@ 副都心A로 計劃하고 있는 永東地區가 개 발되 어 (A 口 60 만 흡수계획 ) , 江北에 

集中된 인쿠를 分散시킨마. 그중 특히 漢南洞 바로 건너 地域(신사동 일대 )의 都市造成

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진다. 

276) 서울特別市鷹 市政擔홉官室. 1983 ，현휠雙· 
서울륙벨시 · 도외 교육위원회 직제. 대통령령 10631 호(1 981. 1 1. 9. 전문改正) .1 1 局

: 내무 • 재무 • 보건사회 • 산업경제 • 도시계획 • 건설관리 • 환정녹지 • 교통 • 상하수도 

• 민방위 • 청 찰국. 1 本部 ; 소방본부. 

277) 제 3 한강교의 가설은 朝解時代 이래 계속 중요시된 漢城-利)11- 忠州-홉鎭-東菜 通路

중 서울로부터의 첫 냐루터였던 漢江澤(한남동)의 對南部地方 交通機能을 現代化한 것 

A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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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 지역과 水原 方面이 많存 都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 廳맘을 단축 

시키며， 이는 軍事 및 훌業面에 도움을 준다. 278) 

그러고 훌훌室大橋와 永東橋는 각각 現在의 江東區와 江南區에 市街化 地域 (bui lt-up 

area) 을 據大시 키 는데 이 바지 하였 다. 이 러 한 일들은 자연히 서 울市廳、의 都市管理機能

量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늘어난 도시판리 기능량과 過密化되어 가는 인구를 감안하 

여， 1966 년에는 行政都市 新設計劃이 서울市長에 의해 발표되었는가 하면， 1969 년에 

는 同市長이 1970 년부터 5 년간 서울 近졌에 2 개의 위성도시를 건설하겠마는 意思도 

발표하였 마. 낀9) 行政都市 新設計劃은 그 수용인구가 150 萬이 고 그곳에 는 大統領 판저 , 

中央廳， 국회의사당， 大法院등을소재시켜， 마치 美國의 워싱턴市 처럼 만들겠다는 것 

￡로， 내용상 곧 新 首都를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計劃이었￡니， 아마도 이 발표가 서 

울의 인구 과도집중(당시 약 380 만 인쿠， 年增加率 2.9 %)과 休戰線에의 近接에서 오 

는 安·保上의 문제와 관련， 수도를 마릎 곳에 건설하겠다는 첫 發表였을 것이마. 그러냐 

현 서울이 아난， 마은 어느 쿠체적 場所에 세우겠마는 것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 

한 말표였다. 그 計劃이 幾何學的 平面위에서 이른바 「圖上 作業」에 의해 이루어진 「白

紙計劃」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둡일부에서는행정도시가한강이남에 건설되어야 한 

마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그때부터 벨써 한강 南쪽 新開發에 대한 斯界의 關心은 컸었 

다.쟁0) 

衛星都市 建設計畵U은 역시 서울A 口의 과도집중을 막￡띤서 동시에 그 分散도 의도하 

여， 人口 100 萬'" 150 萬을수용할수있는도시 2 개를서울都心i로부터 40分 거리 

가 되는 어느 곳에 세우겠다는 것이 었다. 그즈음 大統領도 安保를 위해서 首都A口 과 

도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方策을 강구하라는 指示까지 내려놓았기 혜문에 위計劃은실 

천가능성이 대단히 컸었다. 그때에도 전문가들이냐 기타 관심있는 사람들은 衛星都市

位置가 한강 이남이 될 것이라고 내마 보았다 281) 그 理由는， 그때가 바로전술한第 3 

漢江橋와 서울大橋의 준공을 얼마 남거두지 않은 혜였고， 한강 北쪽에는 아예 40分 거 

리 地點이 存在할 수 없는 데 다가(그 時間距離연 休戰觸 購接 또는 그 넘어 地域이 됨)， 

안전보장 문제와 판련해서 보면 한강 北쪽은 생각해볼 필요조차 없으며， 서울市長도 그 

해에 한강 南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表明랬었기 때운이막 

278) 서울특별시사 펀찬위원회， 1969 , 시정연사 1966 , pp .102-103. 

東亞日報， 1966. 3. 9. “새서울의좁寫홈:第 3 漢江橋”記事. 

279) 東亞日報， 1966 . 5 . 28. 

週刊朝解， 1969. 8.10. 두個의 衛星都市 設計에 판한 륙접기사 參照.

280)東亞日報， 1966. 5.28.“새서울” 記事 참조. 

281) 週귀j朝蘇， 1969. 8.10. 두個의 衛星都市 설계에 판한 특집 기사. 

119 



그에 이어 1970年 11 月에는 서울市廳 當局이 都心地 A 口 分散을 위해 永東 1 , 2 

地區( 1 地區 :고속도로의 左右지역， 2 地區 : 1 地區의 東쪽)에 도합 837 萬 첼의 땅을 

개발할 것이며， 그 곳에 商工部의 일부 局(特許局， 標準局)과 同 산하 10 개 企業體 즉 

한국전력，석탄공사，緣合製鐵， 한국중석，鍵業振興公社，忠州비료， 湖南비료，題業공 

사， 한국 차프로락담， 石油支援공사를 옮기기로 合議를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282> 그런 

데 그혜는 이마 永東橋와 東西 幹線道路인 島U路(現 島山大路)， 奉恩路{現 奉恩놓路)， 터l 헤 란路 

I事가 3 個月째 진행중이었고， 毛地도計劃펀 100 萬캘중 70 %의 진척을 보이고 있 

었막 

1972 年에는 特定地區 開發提進에 판한 臨時錯置法과 住~建設 촉진법을制定하여 永

東， 훌훌室， 盤浦， 千戶洞둥 짧市街 開發地城에 건물 및 住毛建設을 할 경우 :N:機柳制租，

農地脫， 登錄鏡， 取得規， 免許規， 財童親， 都市計劃規와 같은 세금을 면제하고， 建藥

資金의 低牙U톰뿔資도 대폭 據大해 주었다 283> 

실로 1969 년의 위성도시 建設計劃 발표， 1970 年의 永東地區 開驚計劃 짧表，제 3 한 

강교， 서울大橋， 훌훌室大構， 영동교둥의 개통， 그러고 위에서 言及한 特定地區開發t足進

에 관한 立法錯置둥은 모두 1970 년대 漢江 南쪽의 成長 • 開驚을 彈力히 保鍵}였다. 

그중에도 오늘날 상업 -정제， 住居면에서 要地化된 永東地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63 

년에 이며 서울펀입은 되어 있었으냐， 위의 計劃 • 錯置 발표와 橋梁開通 前에 는 전과 

마찬가지로 챔 릿 (hamle t) 정도의 작은 部落파 農家들만이 신사동， 반포동， 논현동， 서 

초동， 역삼동， 압쿠정동， 청담동， 대치동， 양재동둥의 작은 골쩌기냐 益地 여기 저기에 

자리잡고 있는 農事地帶였었마. 그리고 瑞草洞 일대는 서울 市內와 市外 근교를 통털 

어 觀地面積이냐 農家 數에 있어서 最大의 花휴載培地로 남아 있었막짧) 

1973 年에도 市域은 據大되었지만 (627.1 뼈로， 그림 25) , 1963 년의 대폭 據大와 그 

후의 「限界性」 憲훌훌 혜문에 불가피한 것 약간을 고려한 정도에서 그치는 微細한 것이었 

다(大韓民國 政府樹立後 3 次 據大). 政策的 次元에서 보면(後述)， 이 據大는 사실상 

據大가 아니 었다 1963 년 대폭 據大 빼 이미 서울市域 據大는 사실상 끝낯던 것이 다. 

하여간 1973 년 據大 혜 그럼 25 에는 냐타낼 수 없을 정도의 극히 작은， 京離道 始興

282) 朝蘇日報(地方版)， 1970.1 1. 6.“서울 永東地區에 서울副都心”기사. 

283) 大統領秘書室 1975 ， 韓國짧濟의 어제와 오늘 : 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成果， pp.310 

-311. 

284) 李東潤， 1970 , 서울近꼈地域의 花휴載培에 대한 立地와 화훼상품의 流通類型에 대한 맑 

究， 서울大學校 敎育大學院 뼈士學位꿇文， pp.20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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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g 西面의 t明里 일부 (0.021 뼈)가 永登浦區에， 高陽君g 神道面의 훌훌把撥里， 律寬內里，

律寬外里가 西大門區에 각각 편입되었막285) 그리고 道峰， 冠돕의 2 區도 증설되어 종 

래의 9區가 11 區로 되었다. 그혜의 市域據大가 미마한 것-사실상 演結된 것， 公式的

동결 발표는 第 l 次 國土蘇合開發計劃 (1972 '" 1981) 確定에 따라 1971 년 l 월에 요l 

O.003km 2 으| 微細樓大地
( 1973 年， 永登浦區 開d훌洞) o 4 8km 

그림 25. 1973 年 以來 홉都 서울의 空間

어지만 286) 은당시의 서울과首都團에 대한政策決定者의 다음과같은 생각·정책 

( 또는 方針)때운이었다. 

@ 工業化에 힘입어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이 加速化되면서， 특히 大都市 A口가 격 

증하고있다. 

285) 서울市械이 종래의 613.04 뼈에서 627.06 빼로 약간 據大됨. 영둥포쿠의 開峰洞일부 

(0.018 뼈)는 반대로 始興都￡로 펀입되어 영둥포쪽에서의 據大面積운 0.003 뼈의 徵

細한， 地圖化(그립 25)에는 무시될 정도의 것이었읍. 서울特別市， 1973 ，行政區操맺編 

計훌O 參照. 개봉동쪽에서의 市域據大·縮小는境界힘川 直江I事에 따른 정계죠정으로 

일어난 것입. 開빼 3 洞 사무소측의 설명 및 內務部， 1979 , 前揚홉， p.171. 

286) 東亞日報， 1971.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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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無흉序하게 팽창되어온 서울市域을 더 크게 늘리지 않는 가운데， 首都團

의 開發을 合理的A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周圍에 있는 衛星的 性格의， 인구급증의 물l 

들을 모두 市로 昇格시킨다. 즉 서울의 衛星都市化한다. 

@ 市域은 더 이상 늘리지 않되， 住民의 便益을 위하고， 또한 行政能率의 向上을 위 

해서 區 數는늘린t:l. 

Q 서울 都心으로부터 10 10m以內의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建物化 地域이 

서울에 연속된 高陽郵 神道面 일부를 서울市에 판입한다.명7) 

위와 같은 생각· 정책에 기초를 두고， 서울 및 首都團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神道面 일부의 서울편입， 冠돕， 道峰 2 區의 증설이었고， 그외에 安養· 素

없、 2 붙 및 城南團地(出張所 地域)의 市昇格이었다. 

서울都心오로부터 신도띤 일부지역까지의 거리 (1 0 10m)는 이마 1936 년에 서울로 편 

입된 永登浦 방면의 文來洞， 1963 년 현업의 永東 방면 瑞草洞， 1949 년 판입의 청량 

리 방면 面故洞 및 의정부 방면 牛耳洞과 같은 것이었고， 뎌군다냐 1963 년에 이마 편 

입된 開峰洞 및 始興洞(둘마 15 10m) 보다는 5 10m냐 都心에 더 가까운 거리였막 따라서 

神道面 일부의 서울판업은 실은 서울의 據大가 아니라， 方面間 不均衝의 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開n짧洞 쪽에서의 微細한 조정도 河) 11 (開花)1 1 ) 直江化에 따라 서울 -京離間

에 약간의 面積을 「주고 밭음 것」 이었기 때문에 據張이라는 볼 수 없다. 

그러고冠돕，道n隆 2 區의 증설은그간永登浦區와城北區의 A口가各各 100 萬을넘 

게 됨으로써， 위 政策 @에 맞추어 이들을 각각 분할-서울市의 경우 人口 50 萬 以上

이면 地方自治法(1949. 法律 32 號)에 의거 區가될 수있다-해서冠돕區와 道輝區를 

만든 것이다. 安養， 素없、(市승걱 후 富) 11) , 城南의 시승격응 결국 市域據大의 代案」즈 

로採擇된 것이었다. 

제 4 공화국( 1973) 初期의 서울 A口는 약 629 萬( 6 , 28 9, 556) 으로， 1963 년 제 3 

공화국 초기 인구의 약 2 倍가 되었다. 그러냐 市域은 안우 증가에 뭇마치는 훨씬 낮 

은比率로微細하게늘어난것이막 제 3 공화국(1 963) 에 들어와서，政第當局者들은서 

울이 市域規‘模에 있어서 限界點에 와있는 것￡로 인식렀던 것이다. 전술한 1963 년의 대 

폭據大후 뎌 이상의 「실질상」 據大가 없었고， 1971 년 1 월에는 市域 동결 발표까지 

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말할 수 있겠막 市域內 주요시설의 배치 • 공사는 그러나 이 

후에도 계속 活撥히 이루어졌다. 主要 交通路안 地下鐵 l 號線(鍾路線 1974) 과， 置

水橋 (1976 :서빙고동-만포동)， 千戶大橋( 1976)，뿔水大橋(1 979) ， 城山大橋(1 979

: 망원동-양평동)둥江南.;t댄철 大橋들이 개통되었는데， 그중에도 위 교량들은 江南地

287) 內務部， 1979 , 前揚홉 pp.165-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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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의 成長을 마시한번 加速化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배치 ·공사들은 還流的( feedba

ck)-으로 작용하여 市廳、의 地方行政 기능량 증대 및 機構增設을 t足進하기도 하였막 

A口는 제 4 공화국 ( 1973) 초기~제 5 공화국(1 981 ) 초기에 239 만이 냐 더 늘었고， 

區數는 제 4 공화국 초기의 11 을 거쳐 1980 년에는 17 로 늘어났다. 區數의 대폭 증가 

는 전술한 바처럼 市域樓大의 代案으로 採擇되었막 증설된 區는江南(1975)，江西(1 977) 

恩平， 江東(이상 1979) ，九老， 鋼崔(이상 1980) 의 6 區였는데 288> 그중 은평쿠를 제 

외한 5 개가 모두 예측된대로 한강 南쪽이었다. 

서울A口의 대량 증가와 함께 A口， 機能， 經濟力등의 서울 過度集中이 이루어지자，이 

러한 형편을 커다란 問題로 인식한 정부는 A口 및 非統治機能의 分散을 위해서 1977 

년에는 마시 新 行政首都 建設構想 289>_ 이와 유사한 計劃은 “行政都市” 신설이라고 해 

서 이마 1966 년에 발표된 바 있다(前述)-을 발표하고， 이어서 1978 년에는 1986 년 

까지의 首都團 A口再配置 計劃 290> 을 발표하였다. 그러고 1982 년에는 제 2 차 국토종 

합개발(l 982 f'"V 1991)의 일환으로 서울에는 國際的 機能과 몇몇 選別된 中央管理機能

만을 남겨두고， 그외의 인쿠집중 유발 시설 • 가능을 다른 곳으로 移轉하거냐 折]制하겠 

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마 291> 

여기서 잡간 新 行政首都 建設構想(1 977) 을 소개해 보면， 그 요지는 아래와 같막 

Q) 首都 서울이 休戰縮에 너무 가깝고， 敵의 地上짧火 射程거리內에 있어서，이같은 

서울에 700 萬 안쿠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운제가 있마. 

@ 서울 인쿠의 때]制를 위해서 臨時 行政首都를 건설， 그곳으로 首都地位를옮겨 統

一이 될혜까지 사용한마. 

@ 임시 수도 新設地域은 高速道路냐 電鐵로 l 시 간f'"V 1 시 간 30 붐 時間距離의 곳이 

마. 

옛 戰爭이 일어나면， 서울로 마시 와서 首都機能을 집행하고 또한 서울은 固守한 

다. :t92> 

위 쿠상발표로 서울서 1 시간f'"V 1 시간 30 붐 거리에 해당되는 大田올 중심으로한 그 

288) 內務部 1980 ， 前揚홈， pp.16-19. 

289)“臨펌궁政首都 建設에 관한 朴正熙大統領 指示숲文 (1 977. 2.10끼 朝蘇日報 , 1911. 2. 

11 게재 숲文 參照.

290) 第 l 無任所長官室， 1918 , 首都團A 口 再配置計훌U: 1977 ,..., 1986. 

291) 太韓民國政府， 1982 , 第 2 次 國土흙슴開發計훌U: 1982"'" 1991 , p.30. 

292) 前揚“臨時行政首都 建꿇에 관한 朴正熙大統領 指示숲文(1917.2.10)" 

문화공보부， 1978，“임시행정수도 건설품제"朴正熙大統領 연두기자회견，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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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 北 憐近地域은， 1981 년 2 월(제 5 공화국 初) 同計훌뻐 無期延期가 발표되기 전까 

지， 新 首都가 되리라는 기대에 차있었다. 

한펀 首都團 A 口 J再配置 計훌U (1 977 ,...., 1986) 에는 다음과 같윤 것이 포함되었다. 

@ 서울에의 A口流入을 積趣 빼制하고， 廣存의 서울 A口를 轉出 • 分散시킨다. 

@ 훌규設되 는 行政首都로 行政 및 企業의 中樞管理機能을 옮긴다. 그에 따라 50 萬

A口를 서울로부터 천출 • 붐산시킬 수 있마. 

@ 半月 工業團地를 건설하여 , 20 萬 A口를 그곳으로 끌어 들안다 

@ 5 大 據點都市를 더욱 育成하여， 그곳에 안쿠를 유치시킨다. 

@ 공업단지들에 인쿠를 諸致시킨다. 

@ 首都團內 공장 신 · 증설올 빼制하고， 또한 많存工場의 他 地方移轉을 권장한다. 

@ 首都團內 敎育機關의 擺張올 빼制하고， 그 外 지 방의 敎育趙設을 確充한다. 특히 

서울의 江北地域에 高校 新設을 금지하고，m;存 高校의 江南移轉을 권장하며， 서 

울 4 大門內의 入試學院을 4 대운 밖이냐 江南으로 이천시킨다. 그리고 서울所在 

高等敎育機關의 청우 수도권 밖에의 分校設立을 제외하고는 신설 • 확장을 규제한 
다.짧) 

위와 같은 計劃에 힘업어 한강 남쪽 지역 전체가 外爛성으로 크게 成長하였고， λ口도 

多數증가하였다. 表 l 과그림 26 이 이를쿠체척으로보여준다. 同表·그립을보면， 

表1. 서울A口의 江南 • 北 構成( 1970"""'1981 ) 

’ 70 '71 ’ 72 ’ 73 '74 

A 口 5,536, 377 5,850,925 6, 104,018 6， 289，닮6 6,541 ,500 

江 北 A 口 4, 172,611 4 ,364 ,186 4, 513 ,649 4,591 ,241 4,7(1), 870 

" 比 率(%) 75.4 74.6 73.9 73.0 71.9 

江 南 A 口 1,363,766 1,486 ,739 1,590,369 1,693 ,315 1 ,835 ,630 

" 比 率(%) 24.6 25.4 26.1 27.0 28.1 

'76 '77 '78 ’ 79 ’ 80 

A 口 7， 254，쨌 7,525,629 7,823 ,195 8 ,114 , 021 8 ,366,756 

江 北 A 口 4 ,865,411 4 ,892,630 4 ,916 ,682 4, 938 ,366 4 , 982 ,661 

" 比 率(%) 67.1 65.0 62.9 60.9 59.6 

tr 南 A 口 2,389,547 2 ,632 ,999 2,906,513 3,175 ,835 3 ,384 ,095 

" 比 率(%) 32.9 35.0 37.1 39.1 40.4 

[ 寶料源 : 서울統홈f年報， 서울 상주인푸 초사컬과 보고 ] 

293) 第 l 無任所長官室， 1978 , 前揚훌， pp.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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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前半에는 江南A 口가 서울 숲體A口 쿠성비율상 완만하게(增加福 每年 대개 

1%포인트씩) 증가하여 오다가， 後半에는 비교적 급속히(증가폭 매년 대개 2%포인트씩 )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마. 

(만 

900 

800 

700 

600 

人

口 500 

400 

300 

200 

10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年度

그림 26. 서울 江南 • 北地域의 人口成長( 1970 --- 1981 ) 

또한 表 2 를 보면 제 4 공화국(I 973) 初期에는 서울전체 증가율 (3.04 %)보다높은 

증가율을 보인 區가 관악， 영둥포， 서대운， 도봉 順 o 로 4 개였는데 대해서 제 5 공화국 

( 1981) 初期에는 전체 증가율 (3.69%) 보다 높응 區가 강동， 강남， 강서 , 은평， 쿠로 

l빠으로 5 개였다. 은평쿠 하냐만 江北이고 모두가 江南인데， 그중에도 특히 1 ， 2 ， 3 位

區는 모두 新興 開發地城이거냐 1975 年 以後의 新設區라는 점이 흥미롭다.그러한 인군 

증가로 江東區， 江南區， 江西區 地域의 建物化 - 市街化 地域응 괄목할 정 도로 擬大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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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 서울 區別 A口對比 (1 973 • 1981) 

’ 73 '81 

區 前年對比 平均tL上 前年對比 平황以上 
A 口 增 力n 率 t홉加率 A 口 增 力n 率 增 力Q 率

l%) J[圓 位 (%) l順 位

鍾 路 200 , 316 -2.68 292 , 199 0.00 

中 112 , 816 -2.79 238 , 893 -1. 55 

龍 山 309 , 087 2.68 337 , 156 1. 12 

城 東 956 , 900 2.90 708 ,551 2.90 

東大門 805 , 096 1. 13 868 , 367 2.37 

城 北 516 ,671 0.85 588 , 572 0.16 

道 峰 618 , 363 3.49 4 774 , 965 2.85 

恩 平 402 , 809 5.12 4 

西大門 931 , 317 3.64 3 422 , 182 0.63 

~ 浦 362 , 329 0.98 438 , 722 1. 37 

江 西 541 , 737 8.08 3 

九 老 595 , 107 4.59 5 

永登浦 820 , 971 6.26 2 441 , 392 2.21 

월폐 崔 392 , 198 -0.16 

冠 f료 646 , 690 6.71 l 514 , 617 2.40 

江 南 528 , 081 11.17 2 

江 東 589 , 477 15.20 l 

計 6 , 289 , 556 3.04 8 , 676 , 037 3.69 

[ 寶料源 : 서울範計年報， 서울상주 인쿠 조사 컬과보고] 

위와 같이 되어오는 가운데 1981 년 현재 永登浦 地區 (rÞ:，훗島 포함)에는 勞動部， 援

護處， 國脫廳， 工業振興훌훌둥의 中央政府 部處(그립 24 ), 動勞福社公社， 大韓石벚公社， 

醫據保險管理公團， 증권감독월， 증권거래소， 한국방송공사둥의 유수한 國營企業體， 좁 

塵廠同組合中央會， 韓國長期신용은행， 興國生命保險 l빼， 대한투자신탁 t주j 둥의 金顧機

關 本店이 들어서 있A며 , 永東 地區에 는 關鏡廳、， 뺨許廳둥위 중앙정 부 부처 ( 그럽 24), 

대한주택공사， 한국천력(쥔둥의 유수한 국영기업체， 第-生命保險 (빼 둥이 立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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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A며，쟁4> 江北에서 이전해온 여러 中 • 高等學按(경기， 서울， 휘문， 단국， 숙명둥1-

도 자리잡고 있다. 그러하여 1980 년대에 들어와서 영둥포와 영동의 두 地區는 많存 

4 大門안 都心地區와 함께 서울의 3 대 商業-經濟地區로 부상되었다월5~그럼 27 ). 

o 
그림 27. 서울으I 3 大商業 - 經濟地區

CD 많存都心 地區

@永登浦 地區

@永東 地區

4 8km 

〔資料源 : 서울시 도시계획지도 (1978) ， 서울시 도시계획 총괄도( 1980)) 

훌훌室 뼈플는 그간 近했農業的인 土地利用이 지속되어 오다가， 區劃整理둥의 開發을 거쳐 

1970年代後半부터 아파트가들어서기 시작하면서， 1980 년대에 들어와서는대규모住 

居地(아파트 위주)로 바뀌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北邊의 新) 11 (새내)이 漢江 本流가 

되었고， 南邊의 원래 本流자리에는 石村湖가 조성되어 옛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294) 서울체신청， 1981, 서울전화번호부 : 판공서 · 주요기판 · 상호 · 직업 별 (1 98 1. 2. 1. 현 

재) 

295) 서울特別市 都市計흠U地圖 (1 978) . 

金光益， 1984 , 서울市 事務業務活動의 立地 및 立빼的 將柱에 판한 짧究， 서울大學校 大

學院 碩士學位論文， pp.65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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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공화국(1 981 )초기의 서울市域 규모는 벌함없이 제 4 공화국(1 973) 초기의 것과 

같았다 (627.1 뼈) . 그러냐인쿠는 868 萬A로서 제 4 공화국초기의 안쿠보마 239 萬

이냐 늘어났다. 이처럼 안구가 늘어냐는 가운데 1980 년말 현재 首都 서울에는 숲國A 

口의 22.3 %, 國民總生童의 30.7% , 預金賴의 64.0 %, 行政管理職動務者의 57.7% , 

乘用車의 57.9 %, 企業體 本社의 81. 0 %, 大學生(대학원생 포함)의 43.9 %, 專 F醫

의 50.0 %에 달하는過度集中 (hypercephalism) 이 이루어졌다 2$) 게다가 위 인쿠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 次 國土緣合開發이 끝냐는 1991 년에는 서울인구가 1 ， 190 萬

이 될 것으로 추정된 바있마. 따라서 현재는 수도 서울로의 A口 · 機能 集中에 대한彈力 

한 빼制策이 절실히 要望되 고 있는 寶情이 다. 

제 7 斷面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4 공화국 초기와 그 후에도 수도 

의 통치기능은 계속 크게 늘어낯다. 그중에도 통어기능이 두드러졌다. 그외에 변경통제 

와 국가경제 主導 역시 彈力히 추진되었다. 수도 서울의 連結機能 수행도 종천 뭇지않게 

이루어졌막 전체 통치기능량도 最大를 기록하였￡나 수도초기(조선 초기 ) 보다 우려 

6 , 500 %이상이냐 늘었마. 한마디로 오늘날( 1981 기준)의 서울은 초선 초기에 비해 정 

치기능상 엄청냐게 바쁜 도시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斷面期에는 그간에 크게 據

大된 市域과 市域內에 이루어진 각종 施設建立(교량， 도로등) , 都市開鎭，A口 • 機能 集

中둥에 연유되어 首都廳(서울 市廳)의 할일이 質·量面에서 모두 크게 늘어녔다. 

도로확장·신설·정비， 江南北連結橋梁의 다수건설， 地下鐵道일부의 개통둥으로 

서울 市域內 空間 再組織l 대단히 활발히 진행된 것도 이 斷面의 큰 주목거리 。l 다. 그 

중에도 #훗島， 永東， 훌훌室地區의 공간 채조직이 더욱 그러하였마. 그리하여 오늘날에 

는 서 울에 ft存 都心地區( 4 大門 안) 외 에 永登浦地區와 永東地區가 둥장하여 이들이 서 

울의 3 大상업-경제 지구를형성하기에 이르렀막 그러냐市域규모에서는 정부가한 

계성을 의식하여， 그 對案으로 행정쿠역 개펀을 단행하였A나， 이는 各 地區의 늘어난 

人口(주만)에 대해 봉사를 강화하고 市域에 대한 管理썼率性도 높이려는 면的으로 행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도시개발， 지역확대둥은 서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그러하여 

반먼한 批펌j의 對象이 되었던 점이 이 단연을 논할혜 특기할만하다. 

296) 國土開發맑究院， 1983 , 首都團 훌備훌本計훌U에 팬t 公홉會醫b文(1 983. 5.13 ), p.14. 

p.14. 

大韓民國政府， 1982 ，편壘훌， p.29. 

朴홉1홈， 1984，“大都市의 A口成長과 政策 : 首都서울을 中心으로"， 핸쁘탤뿔， 209 , 大韓

地方行政共濟會，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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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홉都初期 以來 全過程

이상에서 首都 (1 394 ) 初期 以來 제 5 공화국( 1981) 初期까지 서울의 首都로서의 發展

-變化過程을 時間題I面的으로 살펴보았마. 

여기서는 全 期閒에 걸친 過程을 종합적A로 정라하연서 몇가지 뼈調될만한 現象이냐 

關係을 찾아보았마. 이에 앞서 우선 숲過程 把握의 펀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 

기 쉽게 정리해 보았마. 

숲期間의 各斷面別 內容要約(首都初期~第 4 共和國初期 및 그後) 

A口 市 域 鏡治-地方
斷 面 規lk쩌) 模 行 政 首都 主機能 首都의 空間的 變化

l홉웰 機 能 量

首都(1394) 10 250.6 24 國民結束， 統備， 邊境統 宮， 宮城， 협朝， 社樓團，文蘭，

初 期| 制 都媒 道路， 市塵둥 嚴ß^l설 造

成， 中核-周邊構造 揚或， 市內

행정구역 5 部 52 행A로 쿠 

성 

훌·淸來홉 7.4 250.6 25 邊境統制 서울中核部 魚土化，北漢山城

( 1592' 과 같은 首都防衛趙設 據充，

1636) 後 漢江北뿔먼성 

甲午更張 25 250.6 146 對外連結，國民結束 首훨爛際化， 西洋式 건물 둥 

( 1894) 장으로 景觀漸變시작，基幹道 

初 期 路邊 먼성 5 部의 5 暑化

朝解總督 28 33.0 33 自主國 首都機能상실 漢城市格 강등， 市域 대폭축 

府體制 ，植民地 首都化，國民 소， 忠武路·龍山 日A舞台

(1 971) -民族的 象徵下待받 化 1 直轉區域 4 出張所 區

初 期 n 。 域으로구성 

大韓民國 140 268.4 337 自主國 수도기능회복， 서울市格 상승回復， 市域대 

( 1948) 統細， 國民結束， 對外 폭확대 t 6.25 동란에의한파 

初 期 連結，邊境統制 괴 9 區 3 出張所 區域으로 

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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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口 市 城 統治-地方
斷 面 規 模 行 政 首都 主機能 首都의 空間的 變化

l홉휩 {뼈j 機能量

第 3 共和 325 613.0 404 統細， 對外連結， 國家 제 2 한강교 신설， 市域

國 (1963) 經濟主導 대폭확대， 高屬빌딩 둥장 • 

初 期 증가시작 9 區 13출장소쿠 

역으로구성 

第 4 共和 629 627.1 835 鏡細， 對外連結，邊境한강에 大橋 다수신설， 中央

國 (lW3) 統制 部處 江南據散， 여의도·江南 

初 期 地區開發， 市域據大 정지， 11 

區 4 출장소 區域으로 구성 
--- - ------ .. - --- -----~- .. - -- .. - - -- - .. - ... - ... --_.... - - .. .. - .. - ...... _.. - - - .... - ...... - - - -_ ..... ---
※ 第 5 ! 868 627.1 1 , 273 統細，對外연결，國民 首都에의 A口· 機能 과도집 

共和國 結束 중， 江南人口 크게 증가， 

( 1981) 1980 년이후 17 區

初 期

表 3 • 首都서울의 統治-地方行政 機能量 變化(1 394 ~ 1981) 

統 治 機 能 地方行政機能 全 機 能

量 增(加，%)率 효 E활크 增l力?에n 率 量 增t加%)率.

首 都 ( 1394) 初 期 18 6 24 

흩 • 淸來홉 ( 1592.1636) 後 19 5.6 6 0 25 4.2 

甲午更張 (1 894) 初期 140 636.8 6 0 146 484.0 

朝蘇總督府體휩U (1910) 16 -88.6 17 183.3 33 -77.4 

初J期

大韓民國 ( 1948) 初期 304 1800.0 36 11 1. 8 337 921.2 

第 3 共和國 ( 1963) 初期 357 17.4 47 30.6 404 19.9 

第 4 共*爛 ( 1973) 初期 751 110.4 84 78.7 835 106.7 

第 5 共和國 ( 1981) 初期 1 , 191 58.6 82 -2.4 1 , 273 5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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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과 그림 28 을보면， 수도서울의 對 全國 통치기능량응 首都初期의 18 에서 제 5 

공화국초기의 1 ， 191 로 587 년간무려 6 , 516. 7 %냐 대폭늘어녔음을 알수 있마.그 

러한 뼈張 過程중 朝解의 減L (1 910) 에 따라 수도(서울)의 통치기 능량응 크게 減少되 

었다가， 大韓民國政府 樹立(1 948) 에 따라 다시 엄청냐게 높은 比率(合홈당시 16 에서 

우리 政府樹立後 304 로 1 , 800 %냐증가)로늘어갔다. 특히 제 3 공화국(1 963) 以後

에는 계속해서 높은 比率로 늘어녔다. 이는 근래에 와서 政府活動 (govermental act-

ivity) 의 範團 (sphere) 가 얼반적A로 크게 넓어져 가고 있는 추세 297) _ 開發途上國

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와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自體市域 住民만을 위 한 서울의 地方 行政機能 量은 首都初期의 6 에 서 第 5 共和國 初

期의 82 로 1 , 266. 7 %냐 늘어낯막 그러냐이 뼈長率은통치기능량의 경우보마는아 

주 낮다. 또한 首都地域만을 위 한 서 울市廳의 地方 ↑調機홉릎量은 全國的 次元의 통치 기 

능과는달러 韓日合供後에도점진척으로늘어났는데， 이는그기능이 朝蘇의植民地轉 

羅이후에도 自體市域에 대해서 持續되어야 했기 빼품이다. 

그립 28 에서 서울의 全國 統治機能 量은 제 3 공화국 초기 이후 급격히 신장해온데 대 

해서， 지방행정기능량은 여전히 완만하게 신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機能연에서 

首都서울이 「서울地方的」이기 보다는 「大韓民國 술體的」인 都市가되어왔음올보여주 

는 것이다. 서울은 대한민국 政府樹立以後， 그중에도 특히 民國以來 最大의 變휠期인第 

3共和國 (1 963 )初期 이후 全國的 統治機能올 썼率的으로 多量 수행해야 한다는 國家

的 負擔과 國民的 要望을 안고 크게 성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마. 全 期聞을 통해 서울 

의 통치기능 량과지방행정기능 량은 각각 뼈張率은 다르지만， 함께 증가하여 오면서 變

化를겪었다. 

한펀 숲期間에 걸친 首都空間(市域) 親‘模는 그립 29 에 냐타난 것처럼， r首都初期 01 
후 500 년간의 不變-日帝植民地초기 대폭縮서、-大韓民國 초기 過去規模로의 회복

제 3 공화국( 1963) 초기 대폭據大-이후사실상의 不變」의 과정을겪었다.그런데 이들 

공간규모 變化가 第 4 共和國(1 973) (이혜에도 약간의 據大는 있었음)에 이르기 까지는 

주로 中央政府 體홈l버 蠻化 직후 또는 약간 후에 일어양마. 

297) J .C. Archer , 1982 , Op. ci t., p.237. 

J. Gottmann , 1977 , Op. cit. ,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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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界安定度

- 大
- 中

0 4 ?km 

그림 32. 수도(서울)~間의 擾大(1394 ....... 1973) 

首都市域內 공간적 배치의 주요 변화， 즉 조선초기의 4 大門內 首都基本施設 배치로 

부터 제 4 공화국(1 973 )이후， 江西區에서 江東區에 이르는한강南쪽의 土地利用 高度

化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수많은 변화중에도， 중요한 변화들은 대개 각기 당시의 政治狀

況 變化나 정부의 정치적 意志에 연유하고， 그위에 경제성장이냐 인구증가와 같은 사회 

-경제적 要困이 가세하여 일어났마. 

(9) 1981 年 現在의 首都類型

朝解初부터 발전 - 변화하여 온 서 울이 오늘날 首都類型上 어 떤 수도인가를 알아보고 本

章을 마무리짓는 것응意味있는 일이라고생각했마. 여기서는歷史， 位置， 機能，政府體

制등을 가순으로 하여 서울의 수도유형을 ￥Ij別하여 보았다. 

首都起源論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윷이 서울은 조선의 수도가 되기 前에도 고려 三京

의 하나였던적이 있었고， 이곳무로￡이 “廣률하는둥그地位가높았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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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化가 크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냐 서울(한양)이 國都吉地라는 說도 반먼 

허 들라고 또한 太祖에게는 政治的 -新을 위한 松京代替物이 될만한 땅￡로 안식되어 

고려왕조의 統治理念과는 다른 統治理念울 지난 새 또朝 초선의 수도로 選擇되었던 것 

이 다. 그러므로 起源 - 機能上 서울은 轉向的 首都 ( in troduced c api tal ) 로 그 歷史的

出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냐 얼마간( 6 年 8 月閒， 定宗時)의 混縮期를 지냐太 

宗빼 수도료응 再確定된 이후 줄곧 오늘날까지 580 년이라는 長久한 기간에 걸쳐 首都地

位를 지켜오면서， 서울은 온 국민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서울은 韓國의 首都」라는 이 

미지를 심어왔다. 

500 年이라는 기간은民族國家史의 입장에서 보냐， 他國 首都期間에 비추어 보냐 類

例가 드문 긴 세월이다. 게다가 朝蘇朝 以後 이콧을 수도로 삼은 國體 (Staatsform) 數

를 보더라도 조선왕조( 1 394 '" 1 91 0) , 日本 總督體制( 1910 '" 1 945 ), 美國 圍얹體옮U 

(1 945'" 1948) , 大韓民國( 1948--現在) 등 4 개냐 된다.2앓) 미국 군정체제는 i웰獲期 

的인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3 體制가 서울을 수도로 삼았고， 그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지 

금도 계속 이곳을 수도로 삼고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구한 縮對期間과 여러 國體 數

로 불 혜 , 서울은 실로 世界的으로 예가 흔하지 않은 歷史的 首都(histori c capital) 

인 것이다. 

수도로서의 긴 역사는 서울에 많은 國家的 또는 國民的 象徵이 자리잡게 해주었고，이 

들이 국민들에게 國家 正統性 및 長久性에 관한 멈負心 • 휩持를 심어왔다. 그러 냐 한펀 

으로는 바로 이 長久性에 터하여 形成된 歷史的 慣性(historic inertia)이 특히 짧攻 

者에게 강하게 작용하여， 英國(런던)의 정우와 마찬가지로299) 首都地位 移轉 조치-한 

국에 있어서 南北 分斷 • 對置 現實上 크게 고려해야할 일-를 취하지 뭇하게 하고있다고 

볼수있막 

서울은 조선초기부터 38 線에 의한 國土分斷( 1945 ) 해까지는 位置上 中央的 首都

(central capital) 였으나， 오늘날은 休戰線-이것은 38 線의 後身이다-以南 地域

만이 대한민국의 [事實上」의 管轉地域 (de facto region of jurisdiction) 이 되 

어 있어서 偏心的 내지 周邊的 首都 (excentric or peri 아1 e ra 1 c a p i t a 1 )가 되고말았 

다. 서울에서 休戰線까지의 最短 距離(世宗略 너l 거 리 - 臨律江口)는 35km밖에는 안된 

다 300) 

298) 任德홉， 1976 , 前揚論文， pp.67-68. 

299) R. Mu ir , 1975 , Op. cit. , p.31. 

300) 任德홉， 1972 , “轉園休戰續에 대한 政治地理學的훌f혔’ 地理學 7. 太韓地理學會 p.9. 35 

，.의 거리는 마하數 (mach numbe r ) 1 의 제트織에는 l 분 43 초의 거리밖에는 안된다. 

마하 l 운 音速인 초당 340m의 速度能力을 말한다. 오늘날 제트전투기는 보통 마하 

1. 5 機이다. 이를 기준￡로 하면 l 붐 9 초 거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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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초건하에 있기 때 문에 , 정부는 休戰編 邊境地帝(border zone , f ront ie r) 

를 安全하게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民間A 統制線 안쪽지대에 이른바 「戰略村J ( 엄밀 

히 말하면 邊境防衛村)을 1967 년부터 배치하고 이들 촌락에는 軍A 下士官 출신 제대자 

와그家族을정착시켜 zp:時에도邊境藍視냐연락망유지를게을리하지 않도록하고있 

다. 대신 그들에게輪地 無價支給， 住훤밟良費 支援， 도로， 電燈둥의 下部構造 改善 補

助費支給， 學校新設을 통한 子女敎育提供등의 특혜 를 주고있 다.301) 또 한펀으로는 서울 

外顧에 北韓의 南f콩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防備· 防獲施設(安保關係상 쿠쳐l척 장소· 

狀態、제시는펴함)을해놓았는데， 이들은모두서울이 邊境에 가까이 있는， 機能上 防

響 위주의 前位的 首鄭 (foIWard capital)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닥. 

政府體制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은 單-首都(tmitary capital)이다. 정부체 

제는 單-體制( unitar y sys t em)，와 聯웰體制( federal system)로 양분되는데 , 前

者는 權威源( source of auhor i ty )이 하냐언데 대해서， 後者는 그 權威源이 연앙구성 

單位 數 만큼 多數인 것이다 30징 단일체제 국가의 수도가 단일수도이고， 연방체제 국가 

의수도가연뺨도( f eder a 1 c ap i t a 1 )인데， 서울은곧단일수도에 해당되는것이다. 단 

일수도는 權威分散이 없기 때문에 , 全國 統細力이 연방수도보다 강한 것이 상례이다. 이 

외에 第 5 共和國 憲法( 1980 )을 보면 地方自治를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 그 實拖는 보 

류되어 있고， 首劃서울 常住 大統領은 外交， 國防， 統 기타 國家安危에 판한 중요 

政策에 대한 國民投標 實施權과， 非常錯置權， 國會解散權300)을 갖고 있어서 그 權限이 

지대 하거 혜문에 , 지연 서울은 全國 統治上 影響力이 막강하고 , 따라서 이른바 統細얀 首都

(head capital )라고 불릴 수 있 다. 

그-리고宗王性에 있어서도表 4 와같이 f2 都市指數」方式을써서계산하여 본즉，서 

울은 1960 년 이래 줄곧 2.0 以上을유지하고있어서 宗主的 首都 (primate capital) 

라고 볼 수 있마. 宗主性이란 第 l 都市가 제 2도시보다 A口가 2 倍이상이며 民族主義，

國民塊， 國民l횡情， 文化 - 象徵的 機能등에 있어 서 , 다른 도시들보 다 월둥한 영향력과 引

力을 지니고 있을때， 그 제 l 도시에 부여되는 地位이다. 300 여기서 採擇한 f2 都市 指

301) 朴英哲， 1981 , 韓國休戰縮 憐接地城의 開發戰略에 판한 맑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土學1iL論文， pp. 57-66. 

朝蘇日 報. 1983. 6.22. “藏源 民北마을” 記事.

302) G.A. lacohs없 and other , 1956 , Op. cit. , pp. 50-52. 

303) 大韓民國憲法 (1980.10.25) ， 47 , 51 , 57 條.

304) H. W. Richardson , 1978 , Regi onal and Urban Economi cs , Harmondswor th :P
enguin , p.152. 

M.G. Bradford and other , 1977 , Op. cit. , p.59. 

M. Jefferson , 1939 , Op. cit. ,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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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서울의 宗主性 指數( 1955 "" 1980) 

’ 55 ’ 60 ’ 66 ’70 ’75 

P1 團 157.5 244.5 380.3 552.5 689.0 

P2團 104.9 116.4 143.0 187.6 243.3 

PI (P，ν'&) 1. 50 2.10 2.26 2.95 2.80 

P 1 = 第 l 都市(서울)A 口， P2 제 2 도시(부산) 인쿠， P 1 =宗王住 f購

〔資料源:한국통계연감〕 

’80 

836.7 

316.0 

2.65 

數」 方式은 특히 제 2 도시와의 격차를 고려한 가운데 제 l 도시의 영향력을 판단하고자 

할 해 有用하고， 都市 順位-規模法則 (rank- s i ze rul e) 上의 종주성 睡念에도 부합 

되어서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다 305) 수도의 종주성이 크다는 것은 따라서 그 수도가보 

다많은數의 國民의 마음을끌어들이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306) J eff er son 은 한 

냐라 안에 종주성 정도가 비슷한 都市가 2 "，， 3 개 있으면， 國民의 감정은 그 2 "，， 3 개의 

도시로 分散된마고 보고， 그러한 측띤에서 바람직하지 뭇한 나라의 %로 이탈리아(혹마， 

밀라노)와 네 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 그)를 든 바있마 30í) 

서울이 오늘날 宗主的 首都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H흩史的으로 불 해 죠선 全 散

間에 걸쳐 漢城(서울)에 彈力히 형성된 中央集權性에 기초를 둔 데다가， 제 3공화국 (1963) 

등장 이후 計훌l뼈짧濟 運營期間 동안 전개된 중앙정부의 輝力한 主導力이 이에 力n勢한데 

연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05) Ibid. , p.172. 

AL.insky , 1965 ,Op. eit. , p.508. 

H. L. Br때ning and other , 1961 , “ System of Ci tes '; in J . P. Gi bbs{ ed. ) 

1961 , U,ban Research Methods , New York Van Nostrand. p.440. 

물혼 이 方法外에 숲都市들의 순위를 가지고 그 分布패턴을 포착하여， 그패턴이 bina

ry 패 턴인가， 아니면 pr imat e 패 턴인가를 가려내어 , 後者이연 제 l 도시가 宗도都市라 

고판정하는方法이 있고， 또한 PT = Pl r-q 에서 q 값이 l 이상이면제 l 도시가종주도 

시라고 판정하는 방법도 있다. 

306) M. J eff er son , 1939 , Op. ci t., p.173. 

307) Ibid. ,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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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論

本 짧究에서는 서울의 首都起原과 그 後의 「首都로서의」 發展過程이 政治地理學의 

觀뽕뻐l 서 探究·分析되었다. 수도기원을究明하는데는주로當時의 여러 關係古文歡01

사용되었마. 발전과정 주명에 있어서는 朝蘇初期~ 오늘날의 全 期間을 7 개의 時間斷

面으로 냐누어， 각 단면상의 모습을 숲서에 따라 集中的으로 살파는 方式(時間斷面的方

法)을 택하였는 데， 여기 쓰인 主要 資料도 각 단연기에 판계되는 고문헌들이었다. 

그러고 서울의 變化-發展에 대한 觀點面에 있어서는，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諸 環境

의 변화 속에서 이곳이 어떻게 변화 또는 발전하여 왔는가를 중시하였다. 

위 와 같이 수행 한 本 맑究의 結果를 우선요약하띤 다음과 같막 

1. 혜蘇의 初代 임금 太祖와 그의 重民들은 易姓黃命에 기인한 首都移轉(엄밀하게 말 

하면 「首都地位 移轉J )을 必然的인 것￡로 보고 새 首都 適地選定 作業을 폈막 그 선 

정파정에서 候補地의 國都風水上의 適切性 여부와 全國에 대한 中央的 位置 및 接近性

如否블 둘러싼 兒解差異만 일어났을 뿐， 地域間 首都課致 훌훌爭에 판련된 論爭이냐 地域

間 折表같은 것은 없었마. 그러고 수도유치 운동전개에 따른 政治的 惜置上의 困難도 겪 

지 않았다. 이러한형펀에서 君王와몇몇 重民들이 추천된 각후보지의 適切性을논의하 

고， 君王이 이들 후보지를 親路해보고 나서 그중 하냐를 최종적으로 決定하는 바교적 쉬 

운 選定過程을 거쳤다. 

2. 政治的으로 볼 때， 易姓華命 o i료 王이된 太祖 李成桂에게는 舊 體制 指向性도 없 

애버릴 수 있고， 權門勢家의 없存 基盤도 신속허 무너뜨릴 수 있￡며， 그라하여 君民01

함께 心機一轉한 가운데 새로운 政治를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首都가 펄요하였마. 그러 

한 상황에서 舊 首都 松京(開城， 松都)의 政治的 代替物로 漢陽(서울)이 채택되었다.새 

로운 터에서 새로운 政治基盤 및 象徵體制를 造成한t+는 측면에서， 한양이 장래의 새 

정치를 펴기에 얄맞는 장소로 여겨졌다. 

3. 地理的으로 볼 때， 한안본사이트 內部構造(山水配置)가 國都風水上 王宮을 신축 

하여 國家를 經營하는 데 알맞고 都城을 쌓아 首都를 방어하기에도 좋은 조건들을 갖추 

고 있는 것오로 여겨져， 朝蘇 初에 이 냐라의 새 首都로정해졌마. 또한 시츄어l 이션上 

한양은 全國의 中央的 位置를 점하고 있￡면서， 겸하여 천국에 대한 結節性-接近性(특 

히 水路에 의한)도 높은 것으로 認識되어서 조선 초에 이나라의 首都로 정해졌다. 

4. 首都 서울의 變化-發展過程은 마음파 같이 斷面別혹 요약해 볼 수 있다. 朝離初

期에 政府가 통치를 효율화하기 위해 全國 地方行政 區域을 개펀(京離 · 五道兩界→八道)

함￡로써， 새 首都 漢城(한양， 서울)은 그의 統細機能을 보다 강하거l 수행하게 되었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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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首都의 地域內部 構造造成 • 정1:11에도 힘을 기울였￡니， 국가경영을 위한 宮關 및 

官衝의 신축， 都城 축조， 首都 市域의 限界 設定， 市域의 中核-周邊 構造化 및 5 部

52 행 區分化등이 그것이다. 

慶 • 淸 末홉後에는 機能面에서 한성은 首都團 방어와 邊境統制에 힘을 기우렸다. 首都

空間의 규모는 종전대로 였으나， 수도권 방어 강화책에 따라 北漢山城과 그 南쪽중 北

西都城 밖 일대가 한성의 군시적 要地가 되었다. 한펀 그간 漢江邊에는 商I業 發展이

크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漢江 北뿔地域의 農村的인 豆毛， 漢江， 면之， 龍

山， 西江 5 面이 모두 각기 都市的인 행A로 바뀌게 되었다. 

甲午更張 後 初期에는 變化된 國際情勢에 힘입어 중앙 통치기쿠가 대폭 改編되면서 門

戶開放도 하게 됨에 따라， 수도 한성(서울)은 對外國 連結機能 및 國家自尊意議 고취의 

일과 함께 國民結束 機能을 수행하는 데 注力하였다. 市域 변경은 없었A냐， 기존 5 部

는 5 暑로 改名되었고， 漢江 水路를 근거로 한 한강변의 발전은 더욱 잔척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 江邊의 발천응 갑오경장 이후부터는 仁川港의 活氣에 눌러고， 다시 얼마후 

에 개 설된 京仁線， 京옳線 철도로 인하여 相對的 後退를 맞게 되 었다. 다만 日 춤의 鐵道

및 軍事 要地 新龍山， 서울 居住 日本A의 中心地 忠武路-南大門路 일대， 市內 電車路

線 개설에 힘입은 舊來의 西大門-鍾路-東大門 일대등은 벤성을 맞게 되었다. 

朝蘇 總督府 體制 初期에는 한성이 조선(대한제국)의 멸oo~1 따라 獨立國家 首都로서 

의 統細機能을 상실하고， 다만 「植民地 首都 京城J .Q..로 그 명칭파 기능이 바뀐가운데 

「식만지 조선」통치만을수행하였다. 首都空間은 위 멸망後에 대폭축소되었고，횡城(서 

울)內에는 日本A의 中心地 形成이 忠武路 일대에서 촉진되었으며， 道路는 日帝에의 

해서 서서히 近代化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 19 世紀末"'20 世紀初에 일제의 교통 및 군 

사 요지로 浮上해오던 新龍山 일대의 벤성은 加速化되었다. 그러나 서울市內 소재 몇몇 

國民-國家的 象徵과 古題은 日帝의 總、督府 廳舍건축과 도로확장등의 理由로 外觀01 가 

려지거냐헐리는悲運을겪었다. 政治的￡로볼때， 이러한일은 日帝가서울의 행名을 

日本指向的으로 바꾼 것과 함께 한국의 國家的 正統性을 파괴하려는 劃策의 일환이었다. 

大韓民國( 1948) 初期에는 서울이 中央政府의 直轉市로 마시 승격된 가운데 독립 국 

수도후서 갖추어야 할 통치기쿠와 통어기능을 據大的오로 회복하였다. 그중에도 대한만 

국 정부의 國際的 承認 획득파 美國과의 經濟的， 군사적 유대 캉화를 주로 겨 냥한 對外國

連結機能파 國民意講 形成機能의 강화가 두드러졌다. 首都空間도 民國의 독립을 계기로 

해서 아주 큰 폭￡로 확대되었다. 그째 漢江 남쪽의 九老里-홉大方里 일대가 서울에 펀 

입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民國初期언 1950 年에는 動亂이 발생하여 서울 中心部와공장 

지대가 크게 파괴당하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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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共和國( 1963 )初期에는 수도기능이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난 중에도， 특히 國家經

濟 成長의 主導와 對外 연결기능의 원활화가 요망되 었고， 한펀우로는 서울 自體內 都市

整備 가능도 늘어났다.수도공간도새로운 공화국의 등장을 계기로 마시 대폭 據大되었다. 

그때 永東地區가 펀입된 것이 특기할만한데， 이 地區는 당시 장차 江北의 A 口 및 機能

을 수용할 地區로 고려되었막 區 증설 대신 출장소 쿠역(종전에는 3 출장소쿠역)을 多

數 늪려 결국 9 區 13 出張所 區域을 운영하였막 

第 4 共和國( 1973 )初期에도 수도의 統治機構 및 기능은 계속해서 크게 늘어 났막 그 

중에도 統備J ， 邊境統制， 국가경제 向上化등의 기능이 두드러졌다. 수도공간의 규모는 

아주 조금 늘어냐는 것오로 그쳤지만， 曉存 市域內의 A口急增과 江北 地域에의 都市機

能 집중에 대비하여 永東 地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마. 특히 1970 년의 永東 地區 개 

발계획과， 1972 년의 「特定地區 開發t足進에 관한 臨時惜置法J , 同年의 「住켠建設 t足

進法」등의 立法提置로 위 地域 개발은 가속호F되었마. 그리고 市域은 17 개의 區 地域으 

로 나뉘어( 1980 ) 판장되었나. 그렇게 되어오면서 수도 자체의 地方行政 機能量도 대폭 

늘어났는데， 그중 특히 도시환경 정비， 綠地保存， 주택제공， 消防彈化등의 부면이 두드 

러졌다 1965 년부터 속속 增設되기 시작한 다수의 橋梁들이 한강 南北을 신속히 연결해 

줌￡로써 江南 쪽 市域 全部， 특히 현재의 江南區 및 江東區 지역의 開發 • 成長을 촉진 

하였마. 

5. 首都 서울의 對 全國 統治機能(基盤活動) 量은 首都( 1394) 初期 이후第 5 共和國 

( 1981 ) 初期에 이르기까지 fJ37 년간에 18 에서 1, 191 로 무려 6， 516.7% 냐 크게 늘어났 

막 이는 國家 2 大 目標(國土保全， 國民生活 向上) 달성을 위해 首都의 하는 일이 그간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막 이 뼈張過程에서 특히 서울의 統治機能 量은 「國家澈

亡( 1910) -解放( 1945) -再生獨立( 1948) -經濟的 近代化 推進( 1963) J 과 같은 정치 

적 起代과 대체로 그 기복을 같이 하였다. 

서울의 자체지역을 위한 地方行政 기능(非 基盤活動)량도 首都初期 이래 제 5 공화국 

초기에 이르기까지 6 에서 82 로 1,266.7 %나 늘었다. 그러냐 이 {申張은 全 期間을통해 

서 볼 때， 대단히 완만한 것으로서， 통치기능 량만큼 그렇게 대폭적인 것은 아니었마.이 

러한 신장과정 중에서도 지방행정 기능량이 B1교적 크게(종전의 2 倍 이상) 늘어단것은 

대한만국 정부 수럽을 계기로 해서였막 

6. 수도공간의 규모변화는 제 4 공화국 초기에 이르기 까지는 주로 중앙정부體휩뻐 변 

화 직후나 약간 후에 일어났마. 그중에도 韓日合佛( 1910 )에 의한 조선(대한제국)정부외 

國家機能 상실후 首都 漢城의 市域이 크게 축소(종전의 8 分의 1 로)되 었고， 또한 수도 

이기 때운에 지녀왔던 특별한 地位도 상실， 京離道內의 일개 市(府)로 格下된 점은 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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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할만하막 

수도공간이 확대되어 오는 중에도 仁壽峰(北쪽) , 中浪川(東쪽) , 그러고 漢江(南쪽) 

은 마흔 自然地物에 비해 오랫동안 중요한 「限界」로 인식되었다. 市域의 확대방햄l 있 

어서는 北西方을 제외하고는 고르게 확대가 이루어졌다. 

서울이 以上과 같은 首都起源과 發展過程을 지녔거나와， 이곳이 처음에 조선의 수도 

가 된 것은 易姓華命과 같은 政治的 狀況파， 君主-官燈中心 體制， 비교적 쉬웠던 政策

決定 體制， 그러고 君主를 포함한 高位官傑들의 한양에 대한 地理環境的 認識등에l 그 理

由가 있다.그런데 조선의 정치체제가 철저한 군주-판료중심 체제가 아니었다떤가， 조선 

國民의 民族構成01 單i的이 아니었더라면， 조선 初期조정의 새 수도 선정과정윤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또한 政治的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러고 서울의 首都로서의 발전과정에 起tk이 있는 것은 서울의 機構的， 空間的 構造

가 대체로 각 斷面期의 國際 • 國內的 政治情勢， 安保狀況， 都市 下部構造(또는 間接資

本)등과 같은 諸 環境의 변호뻐l 適應해가면서 再構成되어 온데 있다고 본막 한펀 서울 

의 全期間에 걸친 地方行政 機能量은 統治 機能量괴는 달리 國家主權의 상실(朝解의 멸망) 

에도 불쿠하고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지 않았는 데， 이는 서울地域만을 위한지빙행정 기 

능은 全國相對의 統治 機能괴는 달라서 日꿈가 조선을 植民地化한 後에도 계속 수행되었 

기 때운이다. 그러고 市域의 여러차례에 걸친 樓大중 北西方으로의 확대가 약했던 것은 

이 方向에의 山地存在라는 地形的 要因외에 6.25 動亂後 西쪽 休戰線에의 近接을가능한 

한 파하려한 데서 온것으로 생각된다. 

首都起源 以來 위와 같은 발전과정을 거쳐온 現 大韓民國의 首都 서울운 마음과 같은 

몇가지 類型上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서울은 맨처음 조선수도로 선정될 당시의 형펀에 

서 보면， 轉向的 首都로 출발하였으나， 그후 장군한 首都歷史를 지녀온 까닭에 오놓힘l 

는 世界에서 類例가 드은 「歷史的 首都」의 영예를 지니고 있다. 위치상으로는 「事賞上의」 

偏心的 首都이마. 敵對測에게 아주 가까이 자리잡고 있는 이 펀심적 위치 성격은서울로 

하여금 機能上 防響性을 띤 前位的 首都가 되게하였막 또한 全國 主導力이 아주 강한 

統細的 首都이면서 國民 마음을 강하게 吸引해들이는 宗主的 首都인 것 이 다. 

그간에 鎭化되어온 統細機能의 적절한 완화와 首都에의 立地 不必要 機關-機能을 他

地후 分散하는 일을 政策的 次元에서 적철하게 實行하지 않오면， 아마도 서울의 I行政

的인 市域」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A口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交通停體， 公害， 住현不足， 都市管理 困難등의 都市問題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昭究課題 제시와 한가지 提言을 보탬으로써 끝을 맺고자 한마. 本 昭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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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半部에서 수도 서울의 「發展過程」을 歷史的으로 살핀다는 뭇에서， 조선초기~오늘날 

까지의 7 個時間斷面을설정하고， 각단연을위 고찰취지에 맞는정도의 究明範圍·깊 

이을 유지하면서 살폈거니와， 앞무로으l 연꾼(수도서울과 판련된)에서는 위 여러 단면중 

의마가큰어느특정단면만을골라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의 모든측면이 고려된 綠

合的안 復7c을 행하고 그 結果을- r說明」 해내는 작엽이 필요하다고 본막 이 작업에는 

아마도 社會諸 要因의 相互作用性에 대한 보다 갚은 이해와 분석， 그라고 地理學 各分野

간의 相互依存 및 협력둥이 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휩都 서울에 대한 저l 언을 간단허 말하고자 한다. 日帝時代 以來 그간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首都內의 중요한 應있的 遺훨둡고h 이것들파 어울려 아릎마 

운 古첩[5갚 f성하고 있던 역 러 홀융한 덤然景觀。 l 깊온 고려 없이 철거， 훼손， 또는 방치 

되어 왔는데， 이-뜰응 모둔 I1떠次的으로 原狀 l띠復되고 잘 보잘펴져야 한마.득히 首都가수 

행하는 중요한 機能 중 象1랬-結束따 機能을 감얀하띤 위의 회복-이냐 보잘펌운 한층 더 

띈요한 것이마. 당국자의 적극석인 배려가 있어야할 것L로 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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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pita1 Origin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Seoul 

Duck -Soon 1m 

(Summary) 

This study is an analysis and explanation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Seoul as a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Capitals are important political-symbolic cities which ideologically and practically 

lead the people,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f states. We, until recently, had not 

any po1itical-geographical study of Seoul which inquired the origin and developmental 

process (including reasons for Seoul’s having been chosen capital or it’s capital origin) 

of the city with important significance above mentioned. Thus, the author as a po1itical 

geographer, having much interest these years in capitals, set on this work. 

The author, first of all, investigated po1itical-geographical studies on capitals per

formed by scholars within and without our state and discussed several important concepts 

about capitals involved to this work. These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gave the author 

many suggestions in formation of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Documentary method and cross-sectional one were mainly used here. Thé former 

was used especially for analysis of the origin of and the reasons for Seoul's capital status, 

that is, for inquiry and explanation of viewpoints of King Taejo and his high-rank officials, 

of possible political conflicts or compromise concerned to choice of capital, and of 

process and factors of the above choice in early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e 

latter was used mainly for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1 394-198 1) of Seoul 

as a capital, that is, for analysis of the changes of environments (internal and external) 

around the capital, structures (institutional and spatial), and functions of the city. Field

works and quantifications were used complementari1y in this study. 

For inquiry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the author organized a series of sequential 

cross-sections of time based on epoch-making political events since the capital’s origin, 

reconstructing the past environments, structures, and functions of the city on the every 

cross-section respectively. 

Important materials used here are old documents such as Chosun Wangjo Sillok 

(dai1y records of Chosun Dynasty’s affairs), Sinjeung Dongkuekyoji Seungnam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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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records of old Korea) , Dongkuekyoji Bigo (geographical records of old 

Seoul), Taekniji (regional and human geography of old Korea) , Hankyong Ziryak (informa

tions on old Seoul), and maps of old Seoul; and today’s documents such as History of 

Central Government's Organizations (material). Ministry o[ General Affairs Annuals, 

Source Book o[ Korea ’'s Administrative Districts, Developmental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s, Seoul's Administrative Districts Plan, Collection o[ Seoul 

Government 's Organization Tables.laws such as Korea’s Constitution and Central-Govern

ment’s Orbanization Law, 600-year History o[ Seoul , and several statistics comp i1ed by 

public agencies. 

The resu1ts and conclusion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e process of choice of new capital of Chosun Dynasty, King Taejo’s decision 

to transfer old capital (Songkyong; Kaesung) to a new place for his political purposes 

in connection with his po1itical revolution which overthrowned the former dynasty 

(Koryo) in 1392 was regarded as an unchangeable one. And the availabi1ity and validity 

of candidate places for capital with the view from geomancy, and the capital’s locational 

centrality and accessibility for and to all regions of the kingdom were seriously discussed 

and criticized by king and his high-rank officials. But the difficu1ties derived from pull

of-capital competition among inhabitant groups in different regions or towns and related 

to choice of neutral or compromisal place for new capital, did not issued at that time. 

For this there might be several reasons. First, because Korea’s capital, having been 

thoroughly centra1ized and bureaucratic, could scarcely distribute some benefits to 

inhabitants within and without the capital stemed from urban center-hinterland interac

tions as in the western civic centers, the inhabitants did not compete in the pull of capital. 

Second, because national structure of the kingdom ’s population was simple, there was 

no need to take political compromise for the spot of capital among several places of 

different national groups. 

2. Taejo, the first King of Chosun Dynasty, having forcasted the future ’s difficult 

position in internal po1itics in Songkyong which would be derived from the overthrowing 

revolution, thirsted for a new capital as a substitute for the city. The “ new" capital 

could destroy the orientation t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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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sty of Chosun. A stagment vi1lage without primacy may be more available to 

construct the new political foundations and iconography than already existing old urban 

center or capital with primacy. 

3. Geographical (site-situational) reasons for Hanyang to be chosen capital were as 

follows. First, internal structure of Hangyang’s site was regarded lucky from the view 

of geomancy (poongsoo theory), as it were, the place was regarded as a harmonic meeting

place of mountains and streams. Second, circular chain of mountains on which defensive 

walls for capital could effectively constructed. Third, situationally speaking, the place 

was located at river-bend of Han River where inland-water transportation from the 

southern, northern, and western regions of the Kingdom was very convenient. Fourth, 

the place had a central location in relation to the whole territory, and furthermore 

high accessib i1ity from all regions of the kingdom. 

Geographically speaking, both factors of site (its internal structure) and situation of 

Hanyang acted on equall geographical-conditional bases on the choice of capital of the 

“ new" Dynasty of Chosun. 

4. Seoul in its developmental process had had the institution-functions and spatial 

aspects characteristic to each “ cross-section of time" in a successive series of the sections 

respectively. 

(1) First cross-section of time: the ear1y period after choice of Hanyang as 

capital (1394) 

In Seoul’s capital function , strengthenization of head function through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regions of the new dynasty and state-legitimacy formation through 

makeup of dynastic iconography was prevailing. In its spatial aspects, delimitation 

of capital’s boundaries, and organization of internal structure of new capital through the 

construction of palace, capital buildings, capital wall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of 

five pu s and fifty bangs two within capital were distinguished. 

(2) Second cross-section: the ear1y period after invasions of Wae (old Japan) 

and Ching into Chosun (1 592.1636) 

In its capital function, strengthenization of frontier-organizing, that is, stabi1ization 

of northern and southern frontiers of the kingdom was remarkable. In its spatial aspects, 

no change of space size of Seoul occurred. However, construction of Pukhan Mt. Wall 

for defense of capital and development of commerce-manufacture at northern si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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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River, and upward status-change to bangs of this side were remarkable. 

(3) Third cross-section: the early period after Kapoh Revolution (1 894) 

Overall reformation of capital’s central-government institution was taken. And 

in capital function , enlargement of link and keystone functions of the capital in con

nections with new pride and prestige of the state and nation was prevailing. In its 

spatial aspects, no change of space size of the city occurred , while the river-side area 

of Han River had been developed more. Relative stagnation in this area, however, began 

to stay after the construction of Seoul (Hansung)-Inchun Railway. Development of 

Sin (N ew) Y ongsan area was actively launched after the J apanese foundation of railway

military center in the area. 

(4) Fourth cross-section: the early period after formation of the Japanese 

System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1910) 

In its institution-functions, overall loss of the governing institutions and functions 

of the capital due to the fall of the Dynasty of Chosun was characteristic. And colonial 

capital’s function of Kyonsung (Seoul), that is , the control of colonial inhabitants and 

lands was remained. In its spatial aspects, extra-ordinary reduce of space size related 

to overall reduce of capital functions , basic and nonbasic, broadening and construction 

of main roads, and arising of the Japanese economic center at Choongmuro-Namdaemoon

ro area in colonial capital city of Kyongsung were remarkable. 

(5) Fifth cross-section: the early period after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8) 

Extended recovery of the capital’s institutions and governing functions of the inde

pendent state (especially link and keystone functions) was characteristic. In spatial 

aspects in Seoul, large-scale extension of space-size in virtue of the rebirth of our state 

and large reincrease of capital’s functions was rεmarkable. 

(6) Sixth cross-section: the early period after birth of the Third Republic (1 963) 

In its institution-functions, large increase of capital’s functions, especially in leading 

of economic growth and link with foreign states, was characteristic. In its spatial aspects, 

large-scale extension of space size and increased number of districts under the pene

ku governments based on the increased space size and population within the capital 

were distinguished. At that time Yongdong area at southern bank and it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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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venth cross-section: the ear1y period after birth of the Fourth Republic 

(1 973) and since then 

Overall large-scale extension of capital’s functions especially in the head and frontier

organizer functions and leading of economic growth was characteristic. In spatial aspects 

in Seoul, very smal1 scale extension of space size, accelerated development of Y ongdong 

area supported by government’s developmental policies for southern areas across Han 

River and newly-built large bridges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banks of the river, 

and increased number (17) of ku districts were remarkable. 

Throughout the all cross-sections of time (1 394-198 1) Seoul, capital of Korea, having 

adapted itself to changes of its environments, internal and external, have changed its 

governmental institutions-functions and spatial structure to product output (better 

survival or strengthenization of state) effectively. 

5. From 1394, the origin year of Seoul’s capital status, to 1981 the city’s quantity 

of governing function (basic activity) based on central-government’s sections had been 

increased 6516.7% in value (1 8 to 119 1). This very large increase means that the capital’s 

governing functions for achievement of the state’s goals had been widely enlarged. In 

this enlargement process, high relationship between both changes of statehood and 

capital’s functional quantity was found clear1y. For example, the quantity decreased 

as Daehan Empire (Chosun Dynasty 1857-1910) col1apsed and on the contrary especial1y 

since 1948, the year of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quantity increased 

in large to be more than 1000 by the early period of Fifth Republic. This enlargement 

might be the result of the capital’s adaptation to changes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geographical environments, internal and external. Throughout whole process, head 

function in the ear1y period of Chosun Dynasty, frontier-organizer function in the period 

after Wae and Ching’s invasions into Korea, and link function after Kapoh Revolution 

were especially noticeable. 

The quantity of local-administrative functions (nonbasic activities) had been increased 

largely about 14 times in value during the same period above mentioned , that is, from 

6 to 82. In this process, quantity of the local-administrative functions, in spite of lapse 

of sovereignty of the Chosun Dynasty, was not decreased. 

This was because tha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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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tion with the lapse of state sovereignty. And naturally the quantity had been increased 

after the new construction of the Repub1ic of Korea. This trend was sim i1ar in the 

case of the quantity of governing functions (basic activities) of Seoul (in central-govern

ment dimension capital) also. 

6. The changes of Seoul’s space size (1 394-1973) had occurred soon (or a litte) after 

the changes of central government ’s system. 

Important changes of spatial arrangement within the capital city in each cross-sections 

of time had largely been related to the changes of inter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and the government’s policy wil1s at that time respectively. 

In the extension process of the space size, Mt. Insoo-bong to the north, Joongnang 

stream to the east, and Han River to the south were perceived important “1imits," and 

then chosen ava i1able physical features for capital-Kyongkido boundaries. And the 

enlargement toward the northern and western directions were distinguished. But notable 

enlargement, however, could not be seen in direction of north-western side. This might 

be caused to Mt. Bukhan’s barrier function in consciousness and in rea1ity and short

distance location of armistice 1ine from capital of Seou1. 

7. Seoul, today’s capital of the Repub1ic of Korea, having the capital’s origin and 

developmental process above mentioned, has several characters in its capital type. As 

it were, Seoul is an introduced capital in its origin-function, and also historic in its develop

mental history, excentric in its location, unitary in respect to the public’s governmental 

system, defensive forward , head, and primate one in its function. 

149 



參 考 文 數

東洋文歡

〈著書·單行本〉

改造社， 1930 , 日本地理 大系(朝蘇篇)， 東京 : 改造社.

京城府廳， 1934"" 1941 , 京城府史(上， 中， 下).

高野史男(外)， 1979 , 世界φ大都市(下)， 東京 : 大明堂 . 

국사편찬위원회， 1981 , 한국사( 13). 

國土開鍵昭究院， 1983 , 首都團整備基本計畵u에 관한公聽會要約文(1983.5.13). 

國會圖書館， 1965 , 舊韓末 條約壘幕(上，中， 下).

金環東， 1980 , 發展의 社會學， 서 울 : 文學과 知性社 . 

金安濟， 1979 , 環境과 國士， 서울 : 博英社.

金容燮， 1974 , 朝蘇後期 農業史 昭究， 서울 : 一湖關.

南宮續， 1914 , 新朝蘇全誌(上， 下)， 京城 : 唯一書館.

內務部， 1979 , 地方行政區域 發展史.

, 1980 , 地方行政區域 要覺.

大統領秘書室， 1975 ,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 : 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成果.

대한민국정부， 관보， 8809.효(198 1. 4. 8). 

1982 , 第 2 次 國士綠合開發 計劃 1982 ,...., 199 1. 

짧本武雄， 1942 , 朝蘇經濟φ新構想， 京城 : 東洋經濟新報社 京城支局.

木內信藏 1952 ， 都市地理學맑究， 東京 : 古今書院.

武見芳二， 1934 , 植民地理， 東京 : 岩波書店.

朴文玉， 1980 , 新韓國政府論， 서울 : 新폈社. 

朴正熙， 1971 , 民族의 底力， 서울 : 光明出版社.

白南信， 1955 , 서 울大觀， 서 울 : 政治新聞社.

서울신문특별취재팀， 1984 , 韓國 外交秘錄， 서울 : 서울신문사. 

서울체신청， 1981 , 서울전화번호부:관공서 ·주요기관·상호·직업별(1981.2.1 

현재). 

서울特別市， 1973 , 行政區域 改編計劃(非 인쇄물) . 

1977 , 서울都市計劃 、땀華. 

서 울特別市 敎育委員會， 1981 , 서 울敎育史 tT). 

150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1969 , 시정연사 : 1966. 

1963 , 서올略史. 

, 1972 , 1973 , 서울通史 따， (까. 

1977 , 1978 , 1979 , 1981 , 서 울 六百年史 (一)，仁)， (콰， ~四1) • 

서 울特別市廳 市政擔當官렬， 1983 , 서 울特別市 機構 및 定員變遭圖擬 • 

孫、祖睡， 1977 , 뺑解時代 都市社會 昭究， 서움 : 一志社.

, 1982 , 韓國 開港期 都市變化過程 昭究， 서울 志社.

失守一彦 1970 ， 都市7
0

7ν띠빠究， 東京 : 大明堂.

*1光柱， 1982 , 風水地理明堂學講論(上， 下) , 서울 : 韓國學校名鍵編暴委員會.

淵上福之助， 1936 , 魔進朝解 ￡ 三)‘1'1人， 京城 : 塵兒島新聞 京城支局.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맑究室 1977 ， 韓國軍制史(近世朝解 後期篇)， 서울 :陸軍本部.

尹定燮， 1984 , 都市計劃史 : 比較 맑究， 서올 : 建友社.

李內」壽， 1954 , 합麗時代의 昭究， 서올 :6西文化社.

任德、淳， 1973 , 政治地理學 原論， 서품 志社.

全國經濟調흉機關聯合會 朝解支部， 1939 , 朝解 經濟年報， 東京 : 改造社.

T時숫， 1978 , 韓國 官傑制度史， 서울 : 和信出版社.

鄭鍾復， 1978 , f需敎哲學思想職說， 서올 : 螢雪出版社.

第-‘無任所 長官室， 1978 , 首都團人口 再配置암劃 1977--1986. 

朝解及滿洲社出版j部， 1918 , 最新 朝解地誌、(下) , 京城 : 朝解及滿洲社 • 

朝解總督府， 1933 , 朝解0)聚落(때 . 

震樓學會， 1978 , 韓國史(近世後期篇)， 서올: ζ西文化社.

鐵道廳， 1979 , 韓國鐵道八O年 略史.

總務處， 1980 , 政府組織變選史(中央行政機關篇) . 

1983 , 總務處年報 1982. 

崔昌祚， 1984 , 韓國의 風水思想， 서울 : 民音社.

崔昌浩， 1980 , 地方行政區域論， 서울 : 法文社.

韓永愚， 1983( a) , 朝解前期 社會經濟 빠究， 서울 : ζ西文化社.

---’ 1983(b) , 鄭道傳思想의 昭究， 서울 : 서 울大出版部. 

戶田直溫(혐， 1927 , 朝解 鐵道旅行 案內. 京城 : 出版社未詳.

閔浚基(外， 譯) , 1982 , 近代化와 政治發展 ( L. Binder and other 原著， Crt" ses 

and S equence z" η Polz'tz"c al Develoþment ), 서울 : 法文社.

金玉慶(外， 譯)， 1982 , 高宗의 독일待醫 분쉬博士(R. Wunsch 原著， Arzt t" η Osta-

151 



sien), 大邱 : 螢雪出版社.

任德f뿔 關， 1974 , 政治의 地理學( W. A. D. Jackson and other 原著 A Geogra

Phy 01 Po lt"tics) , 서울 : 一志社.

차주환(역)， 1959 , 중국문화사 총섣 (錢樓 原著， 中國文化史導說)， 서울 : 文敎部.

高麗史， 鄭廣跳 (써 , 1451. 

高麗史 節要， 金宗瑞(?i.)， 1452. 

東國異地備7Jx.， 著者未詳， 朝蘇 高宗時.

三뿔集， 朝蘇經國典， 鄭道傳， 1397. 

宣祖昭敬大王實鍵.

世宗莊憲大王 實鍵 , 地理志.

蕭宗大王實鍵.

新增東國異地購覺， 李참빠)， 1530. 

與續堂 全書， 훌훌域考， 丁若鍵， 181 1. 

英宗大王實鍵.

應制詩註， 權擊， 1421. 

仁祖大王實鍵.

中宗寶緣.

徵*훌훌훌， 柳成龍， 1647. 

太祖康歡大王寶鍵.

太宗悲定大王寶鍵.

擇里志， 李重模， 175 1. 

漢京識略， 柳本藝， 1830. 

戶口總數， 奎章聞， 1789. 

〈論 文〉

姜大玄， 1971 , “大都市 쨌外地域의 都市化過程과 類型에 관한 짧究，” 地理學， 6. 太韓

地理學會.

姜萬吉， 1968 , “朝蘇後期 商業寶本의 成長? 韓國史짧究1. 韓國史짧究會. 

孔煥永， 1970 , 鐵道 購前聚짧에 관한 陽究，서울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權泰煥 • 慣轉慶， 1977 , “ 朝蘇王朝時代 A口推定에 관한 一試論，” 東亞文化， 14 ，서 울 

152 



大學校 東亞文化맑究所. 

金光益 1984 ， 서 울市 事務業務活動의 立地 및 立地的 特性에 관한 짧究， 서 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龍國， 1957 , “서울尊都의 動機와願末，” 獅士서울 1 , 서울特別市史編養委員會. 

金 仁， 1976 , “國士의 都市化와 都市體系 켈間構造의 變遭? 地理學 14 ，大韓地理

學會.

__ , 1979 , “新行政首都의 移轉과 立地問題;’地理學， 20 , 大韓地理學會.

문화공보부， 1978 , “임시행정수도건섣문제，” 박정희대통령 연두기자회견. 

朴時英 196，9 ， 서울의 副心에 관한 昭究， 서울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朴英哲， 1981 , 韓國休戰線 憐接地域의 開鍵戰略에 관한 맑究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朴英漢， 1966 , “갖ß外地域의 都市化에 관한 맑究 : 서울 東꼈뚝도를 中心으로，” 地理敎

育科(編， 1984 , 韓國의 人口와 聚落 맑究 : 八域 李智晧敎授 停年退任 紀念論集，

서 올大學校 師大 地理敎育科.

朴鷹擊 1984 ， “大都市의 人口成長과 政策 : 首都 서움을 中心으로，” 都市問題 209 ，

大韓地方行政共濟會.

石成폼， 1973 , 首都의 統合機能에 관한 짧究 ; 주로 政治地理學的 測面에서，複南大學校 

大學院.

__ , 1979 , 首都의 政治發展的 機뺨n 관한 홈佛， 훌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孫禮睡， 1979 , “ 新龍山과 羅南의 形成過程 : 韓半島가 日本의 軍事基地化하는 過程의 

맑究，” 獅士서울 36 ， 서울特別市史編驚委員會. 

___ , 1983 , “ 日帝홉略初期 地方行政制度와 行政區域에 관한 맑究(최? 地方行政，

361 , 大韓地方行政共濟會.

安榮淑， 1974 , 工業立地의 展開過程에 관한 昭究 : 永登浦地域의 事例， 첼花女子大學 

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吳 필， 1954 , “變鏡한 서울의 風景，” 新天地， 1954. 4 月號.

元學喜， 1978 , “舊韓末 서울의 居住室間 形態，” 地理學養 6 ， 慶熙大學校地理學科.

李東潤， 1970 , 서 울 近했地域의 花휴載培에 대 한 立地와 花휴商品의 流通類型에 관한 

&퓨究， 서울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李며薰， 1938 , “ 李朝初期의 建都問題，” 震樓學報 9 ， 震團學會.

---, 1957 , “ 南小門과 開閒問題，” 鄭士서 울 1 , 서 울特別市史編幕委員會. 

李神雨" 1984 , “고독한 權力者，그 감추어진 훌面世界 :朴正熙體制，그 權力의 막후，” 

153 



新東亞， 1984. 7 월호‘ 

李 燦， 1977 , “韓國古地圖의 發達，” 韓國古地圖( 1 編)， 韓國圖書館船究會.

李漢格， 1969 , “行政과 社會? 韓國行政의 歷史的 分析 : 1948""1967 , 韓國行政問題

昭究所.

任德淳， 1969 , “ 韓國의 컬間變化에 대 한 政治地理學的 맑究;’ 地理學 4 ， 大韓地

理學會.

, - 1972 , “韓國休戰線에 대한 政治地理學的 맑究，” 地理學 7 ，大韓地理學會.

1976 , “서울의 首都類型，” 연구보고， 12-1 , 부산교육대학. 

1982 , “首都 서울의 結束機能，”論文集(人文·社會)， 24 ， 忠北大學校.

__ , 1983 (a) , “韓國 政治地理學의 課題，” 地理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 石果 李燦

博士 華甲紀念論集 , 서 울 : 敎學社.

---’ 1983 (b) , “韓國首都 昭究에 대한 方法論的 論議，” 地理學論覆， 10 ， 서움大 

學校 地理學科(한울). 

崔基構， 1979 , “都市規模 分布의 地域化過程，” 地理學覆 7 ， 慶熙、大學校 地理學科.

崔源虎， 1984 , “서울東部의 工業地域 構造에 관한 맑究，” 東國地理 5 ， 東國地理

學會.

崔昌祚 • 朴英漢， 1978 ，“團水에 대한 地理學的 解釋 : 陽基風水를 중섬으로;’ 地理學，

17 , 大韓地理學會.

韓永愚， 1983 , “茶山T若購의 史論과 對外觀，” 論護刊行委員會(編， 1983 , 金哲埈

博士 華甲紀念 史學論護， 서울 : 知識塵業社.

韓펄澤 1978 ， “新 行政首都 開發의 背景과 課題，” 延世行政論護 5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金炳鍵(譯， 註)， 1980 , “韓末 러시아 商人의 韓國紀行 :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1885.12""1886. 2) ," 新東亞， 1980. 6 월후 

趙容萬(圍 , 1957 , “ 鍾路 이 야기 " ( I.D. Edmonds 原著) , 鄭士서 울 1 , 서 울特 

別市史編幕委員會.

〈其 他〉

大韓民國憲法 (1 980.10.25). 

府·那의 名稱·位置·管轉區域中改正令， 朝蘇總、督府令 8 號 (1936. 2.14) . 

서울特別市·道·那·區의 管轉區域變更에 관한法律，法律 1172 號(1962.11.2 1). 

154 



서울특별시 ·도의 교육위원회직제， 대통령령 10631 호(198 1. 1 1. 9 전문개정). 

서울특별시 및 京鍵道의 管輔區域變更에 관한 法律， 法律 2596 號(1 973. 3.12). 

서울特別市의 設置， 軍政法令 106 號 ( 1946. 9. 18) . 

서울特別市 行政에 관한 特別擔置法， 法律 1015 號 (1962. 1.27). 

市 · 道의 管轉區域 및 區 · 那의 名稱 · 位鷹 • 管轉區域 變更의 件， 大統領令 159號 . 

(1 949. 8.13). 

政府組織法中 改正法律， 法律 3422 號(1 98 1. 4. 8). 

朝蘇市街地 計劃令， 制令 18 號(1 934. 6.20). 

地方管理事務章程， 動令 38 號(1896. 8. 6). 

地方制度 改iE에 관한 件， 動令 98 號 (1 895. 5.26). 

韓國警察權委託覺뽑 (1 910. 6.24). 

韓國佛合에 관한 條約 (1 910. 8.22). 

韓國의 듭]法及 藍微事務를 日本政府에 委託하는 覺書(1 909. 7. 12) . 

韓獨修好通商條約 (1 883 .11 .26). 

韓英修好通商條約 (1883.11.26).

韓日修好條規 (1 876. 2.26). 

韓티修好條規 續約 (1 882. 8.30). 

韓日協商條約 (1 905.11.17). 

韓淸商人 水陸賢易章程(1 882. 8.23). 

독렵신문， 1896. 6.20. “ 논섣 ’n 
東亞日報， 19 48. 8. 1 6 .“李承陳大統領 獨立紀念離全文?’(1 948.8.15).

----, 1964. 1. 27. 말죽거리관계 記事.

----, 1966. 3. 9. “ 새서울의 뿜寫쉴 : 제 3 漢江橋” 記事.

1966. 5.28. “ 새서울” 記事.

, 1971. 9.10. 

朝解目報(地方版)， 1970.1 1. 6. “새서울 永東地區에 서울副都心” 記事.

___ , 1977. 2.1 1. “臨時行政首都建設에 관한朴正熙大統領指示全文" (1 977. 

2.10) . 

朝蘇日報， 1983.6.22. “鐵原 民北마을” 記事.

週刊朝蘇， 1969. 8.10. 두개의 위성도시 설계에 관한 특집기사. 

155 



韓國日報， 1976. 1. 1. “光化門앞 賢禮行列” 記事.

경제기획원， 1981 , 한국통계연감 1981. 

서 울特別市， 1962""1982 , 統計年報.

197CY-l 982 , 상주인구 조사결과 보고. 

京城遊寶案內圖( 1927). 

京城全圖 (1 903). 

大京城精圖-覺圖 (1936). 

大東異地圖(京%五部) (1 86 1) 0 

都城三軍門 分界之圖(1 7 世紀) . 

뚝섬， 둔전리 각 1: 5 만 지도(1 953). 

四山禁標圖(1 8 世紀) . 

서울 1:25 만 지도 (1 964). 

서울， 뚝섬， 안양， 둔전리， 고양， 의정부 각 1 : 5 만 지도 (1982) . 

서울市 都市計劃地圖(1 978) . 

서울市 都市計劃 總括圖(1980) . 

朝蘇八道慶地全圖 (朝蘇後期).

漢城市街圖 (1903) . 

156 



西洋文敵

〈著書·單行本〉

Abler, R. and others, 1971 ,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s View of the Worl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Almond, G.A. and other, 1978 , Comparative PoUtics: System , Process, and Policy, 

Boston: Little Brown. 

Baker, A.R.H. , 1975 , Historical Geography and Geographical Change, London: Macmil1an 

Edu .. 

Barnouw, V. , 1979, Anthropology , Homewood: Dorsey. 

Bergman, E.F. , 1975, Modern Political Geography , Dubuque: WM. C. Brown. 

Blackmore, W.H. and others, 1973 , Impact: Tradition , Change, and Problems in Asia, 

Melbourne: Macmillan. 

Bradford, M.G. and other, 1977, Human Geography: Theories and their AppUcations, 

Oxford: Oxford Univ. Press. 

Cohen, S.B., 1973 ,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d, Oxford: Oxford Univ. 

Press. 

Cox , K.R. , 1973 , Con j7ict, Power, and Politics in the City , New York: McGraw-Hill. 

Darby, H.C. , 1936, Historical Geography of England before A.D. 1800, Cambridge: 

Cam bridge U niv. Press. 

, 1952, The Domesday Geography of Eastern England, Cambridge: Cam

bridge Univ. Press. 

(eds.), 1973, A New Historical Geography of England, Cambridge: Cam

bridge Univ. Press. 

De Bl피， H.J., 1967, Systematic PoUtical Geography , New York: John Wiley. 

Dikshit, R.D. , 1982, PoUtical Geography: A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Delhi: 

Tata McGraw-Hill. 

Easton, D. , 1965(a),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1965(b), A Framework for PoU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Fielding, G.J. ,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57 



Freeman, T.W., 1968, Geography and Regional Administration, London: Hutchinson. 

Fried, R.C. and other, 1980, Comparative Urban Po!itics: A Per[ormance Approach, 

Englewood Cliffs: Prentice-Hal1. 

Gottmann, J., 1973, Signi[icance o[ Territory , Char1ottesville: Univ. Press of Virginia.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29, Railways in Chosen. 

Harris, A. , 1961 , The Rural Landscope o[ East Riding o[ Yorkshire , Oxford: Oxford 

Univ. Press. 

Hyong, K.J., 1982, Les Processus de Changement de la Localisation des Activiti강 Indus-

trielles: Corée et France , Essai d'Etude Comparative, Seoul: Korea Textbook Co. 

Jackson, W.A.D. and other, 1973, A Geography o[ Politics, Dubuque: WM. C. Brown. 

Jacobsen, G.A. and other, 1956, Political Science, New York: Barnes. 

J ohnson, J .H., 1972, Urban Geography , Oxford: Pergamon. 

Johnston, R.J. , 1979, Political, Electoral, and Spatial System: An Essay in Political 

Geography , Oxford: Clarendon. 

, 1982, Geography and State: An Essay in Political Geography, London: 

Macmillan. 

and others (eds.), 1981 , Dictionary o[ Human Geography , New York: 

Free Press. 

Knight, D.B. , 1977, A Capital [or Canada: Conflicts and Compromise in Nineteenth 

Century , Research Paper, 182, Chicago: Univ. of Chicago. 

Lee, K.S. , 1979, A Social Geography o[ Greater Seoul: Processes and Patterns o[ Metro

politan Expansion , Seoul: Pochin-Chai. 

Maull, 0., 1956, PoUtische Geographie, Berlin: Safari. 

Mihelic, D. , 1969, The PoUtical Element in the Port Geography o[ Trieste, Research 

Paper, 120, Chicago: Univ. of Chicago. 

Mitchell, J .B. , 1967, Historical Geography, London: English Univs. Press. 

Muir, R. , 1975, Modern Political Geography , London: Macmi1lan. 

---• and other, 1981 , Politics, Geography , and Behavior, London: Methuen. 

Pounds, N.J.G., 1963,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McGraw-HilL 

Prescott, J.R.V., 1968, The Geography o[ State Policies, London: Hutchinson. 

, 1972, PoUtical Geography, London: Methuen. 

Pye, L.W. , 1966, Aspect o[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Little Brown. 

158 



Richardson, H.W. , 1978,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Harmondswords: Penguin. 

Rugg, D.S. , 1972, Spatial Foundations of Urbanism , Dubuque: WM. C. Brown. 

Stetzer, D.F. , 1975 , Special Districts in Cook County: Toward a Geography of Local 

Government, Research Paper, 169, Chicago: Univ. of Chicago. 

Thoman, R.S. and other, 1974, The Geography of Economic Activity, New York: Mc

Graw-H i11. 

The Ad Hoc Committee on Geography, 1965 , The Science of Geography , Washington, 

D.C.: NAS-NRC. 

Truman, H.S. , 1956, Memoirs by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Doubleday. 

Valkenburg, S.V. , 1942, Elements of Political Geography , New York: Prentice-Hal1. 

Whit t1esey, D. , 1939, The Earth and the State: A Study of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Henry Holt. 

Young, c., 1976 , The Politics of Cultural Pluralism ,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論 文〉

Adejuyigbe, 0. , 1972, “ Factors in Location of Administrative Capitals" , The Nigerian 

Geographical Journal , 15-2. 

Archer, J.C. , 1982: “ Po1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6-2. 

Berry, B. J.L., 1964, “ Approaches to Regional Analysis: A System," in: F .D. Dohrs 

and other (eds.) , 1969, Introduction to Geography: Selected Readings, New 

Y ork: Crowel1. 

Bobek, H. , 1959, “ The Main Stages in Socioeconomic Evolution from a Geographical 

Point of View," in: P. L. Wagner and other (eds.), 1962,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 ,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Browning, C.E. , 1970, “ The State Capitals: Meaningful Geographic Analysis vs. Memori

zation," Journal ofGeography , 69- 1. 

Browning, H.L. and other, 1961 , “ System of Cities," in: J.P. Gibbs (ed.), 1961 , Urban 

Research Methods, New York: Van Nostrand. 

Burnett, A. , 1981 , “ The Distribution of Local Political Outputs and Outcomes in British 

and North American Citie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 A. Burnett 

159 



and other (eds.), 1981 , Political Studies from Spatial Prospectives: Anglo-American 

Essays on Political Geography , Chichester: John Wi1ey. 

Cant, R.G. , 1975, “ Territorial Socio-economic Indicators in Development Plans in the 

Asian Reg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7-1. 

Cohen, S.B. and other, 1971 , “ A Geographical Model for Political Systems Analysis," 

Geographical Review, 61- 1. 

Darby, H.C., 1953, “ The Relations of Geography and History," in: G. Taylor (ed.) , 

1957, Geography in 20th Century: A Study of Growth , Fields, Techniques , 

Aims, and Trends ,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De Graft-J ohnson, K.T. , 1975, “ Some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to Measure Deve

lopment in West Afric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7- 1. 

Fifer, J.V. , 1981 , “ Washington D.C.: The Political Geography of a Federal Capital," 

American Studies, 15-1. 

Firey, W. , 1945, “ Sentiment and Symbolism as Ecological Variables:’ in: E. Jones (ed.), 

1975 , Readings in Social Geography , Oxford: Oxford Univ. Press. 

Gottmann, J. , 1952, “ The Political Partitioning of Our World: An Attempt at Ana]ysis," 

in: W.A.D. Jackson (ed.), 1964,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Geography ,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1977, “ The Role of Capital Cities," Ekistics, 264. 

Griffin, R.W. , 1962, Seoul: A Study of the Sequence of Settlement of an Oriental Urban 

Region, M.A. Thesis, Univ. of California, L.A. 

Hartshorne, R. , 1950, “ The Functional Approach in Political Geography," Annals of 

AAG, 40-2. 

Honey, R. , 1976, “ Conflicting Problems in Political Organization of Space," Annals 

of Regional Science, 10-1. 

, 1981 , “ A1ternative Approaches to Local Government Change," in: A. Burnett 

and other (eds.), 1981 , Political Studies from Spatial Perspectives: Anglo-American 

Essays on Political Geography , Chichester; John Wi1ey. 

Huntington, S.P., 1965, “ Political Development and Po1itical Decay," World Politics, 18-3. 

Janelle, D.G. , 1969, “ Spatial Reorganization: A Model and Concept," Annals of AAG, 

59-2. 

160 



Jefferson, M., 1939, “ The Law of Primate City," in, W.A.D. Jackson (ed.), 1964,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Geography, 

Englewood C1iffs: Prentice-Hall. 

Johnston, R.J. , 1979, “ Governmental Inf1uences in the Human Geography of Developed 

Countries," Geography , 64- 1. 

Kasperson, R.E. and other, 1969, “ Introduction," in: R.E. Kasperson and other (eds.), 

1969, 1까 e Structure of Political Geography, Chicago: Aldine. 

Kearns, K.C. , 1973, “ Belmopan: Perspectives on a New Capital," Geographical Review, 

63-2. 

Kostrowicki, J. , 1975, “ A Key Concept: Spati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7-2. 

Linsky, A.S. , 1965, “ Some Generalizations Concerning Primate Cities," Annals of AAG. 

55-3. 

Lowenthal, D., 1958, “ The West Indies Choose a Capital," in: R.E. Kasperson and other 

(eds.), 1969, The Structure ofPolitical Geography, Chicago: Aldine. 

Massam, B.H. , 1972, The Spatial Structure of Administrative Systems, Resource Paper, 

12, AAG. 

Meyer, A.H. , 1935, “ The Kankakee Marsh of Northern Indiana and I1linois," Papers of 

the Michigan Academy of Science Arts and Letters, 21. 

Minghi, J. , 1981 , “ Recent Developments in Political Geographical Research in North 

America," in: A. Burnett and other (eds.), 1981 , Political Studies from Spatial 

Perspectives: Anglo-American Essays on Political Geography , Chichester; J ohn 

Wiley. 

Nwafor, J.C. , 1980, “ The Relocation of Nigeria’s Federal Capital: A Device for Greater 

Territorial Integration and National Unity," GeoJournal, 4-4. 

Ostrom, V. and others, 1961 , “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A Theore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5-6. 

Paddison, R. , 1981 , “ Identifying the Local Political Community: A Case Study of Glas

gow," in: A. Burnett and other (eds.), 1981 , Political Studies from Spatial Per

spectives: Anglo-American Essays on Po1itical Geography , Chichester: J ohn Wiley. 

161 



Rimmer, P.J. et al, 1982, “ La Gestion des Capitales de L'asie du Sud-est depuis les Ann~es 

1960,'’ Lespace Géographique , 4 (1982). 

Sanguin, A.L., 1978, “ Une Capitale pour I.:europe?: Essai Propectif en Géographie Poli

tique," L'espace Géographique, 4 (1978). 

Senesh, L., 1967, “ Organizing Curriculum around Social Science Concepts," in: 1. Morrissett 

(ed.), 1967, Concepts and Stru.cture in the New Social Science Curricula, New 

York: Hold, Reinhart, and Winston. 

Soja, E. , 1971 , The Po1itical Organization of Space: Some Basic Concepts and Prospec

tives, Research Paper, 8, AAG. 

---- ’ 1974, “ A Paradigm for Geographical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in:K.R. 

Cox and others (eds.), 1974, Locational Approaches to Power and Conflict, 

Berverly Hi1ls: Sage. 

Spate, O.H.K. , 1942, “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in: W.A.D. Jackson 

(ed.), 1964,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Readiηgs on the Nature o[ 

Political Geography , Englewood Cliffs: Prentice-Hal1. 

Taylor, A.M. , 1973 , “ Some Political Implications of Forrester World Systems Model," 

in: E. Laszlo (ed.), 1973 , The World System: Models, Norms , Variations, New 

Y ork: George Braziller. 

Taylor, P.J. , 1977, “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1- 1. 

, 1978 , “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2- 1. 

, 1979, “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3- 1. 

Zimm, A. , 1981 , “ Zur Dynamik der Territorialstruktur der DDR-Hauptstadt BerIin 

und ihres Umlandes," Petermanns Geographische Miteilungen , 3. 

162 



1985년 8 월 20일 발행 

地 理 學 論 驚 別號 1

發行빛 編輯人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理學科

印剛處 格林文化社


	1. 序論
	(1) 硏究의 科動와 目的﹒
	(2) 硏究方法
	1) 用語의 定義
	① 統治와 地方行政
	② 首都의 發展

	2) 硏究方法


	2. 關聯 主要槪念들의 檢討
	(1) 首都硏究의 動向
	(2) 本 硏究에 關聯되는 主要槪念들
	1) 首都와 그 機能
	2) 首都의 類型
	3) 首都選定 要因
	4) 사이트와 시츄에이션
	5) 空間 再組織
	6) 行政區域과 그 改編


	3. 서울의 首都起源
	(1) 硏究地域의 槪觀
	(2) 首都起源
	1) 首都選定 過程
	① 朝鮮建國前의 서울
	② 首都選定 過程

	2) 首都로 選定된 理由
	① 政治的 要因
	② 사이트 - 시츄에이션 要因
	가. 首都選定 當時 서울의 사이트 內部構造
	나. 首都選定 當時 서울의 시츄에이션




	4. 서울의 首都로서의 發展過程 
	(1) 首都(1394) 初期
	(2) 倭﹒ㆍ淸 來侵(1592ㆍ1636) 後
	(3) 甲午更張(1894) 初期
	(4) 朝鮮 總督府體制(1910) 初期
	(5) 大韓民國(1948) 初期
	(6) 第3 共和國(1963) 初期
	(7) 第4 共和國(1973) 初期 및 그 後
	(8) 首都初期 以來 全 過程
	(9) 1981年 現在의 首都類型

	5. 結論
	英文抄錄
	參考文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