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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도성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

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곽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도읍을 둘

러싼 성곽과 문을 지칭하나, 넓은 의미로는 성곽과 그 안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태

조 5년인 1396년에 백악(북악산), 낙타(낙산), 목멱(남산), 인왕의 내사산 능선을 따

라 축조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축했습니다. 평균 높이는 5~8m, 전체 길이는 약 

18.6km에 이릅니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이 있습니다. 4대문은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 소의문, 광화문, 창의문입니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순성놀이 

봄과 여름이면 한양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성 안팎의 경치

를 구경했는데, 이를 순성놀이라고 불렀습니다. 먼 곳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에게 한

양도성은 반가움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하는 선비

들의 경우, 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었으니 한양도성의 의미

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러 온 선비들 중에는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며 급제를 비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성곽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하루

해가 걸렸다고 합니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순성놀이를 ‘도성

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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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유 학 대 학
순 성 놀 이

제1회 순성놀이(2015. 5. 10)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2회 순성놀이(2015. 10. 3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3회 순성놀이(2016. 4. 19)

	 숭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4회 순성놀이(2016. 11. 5) 

	 숭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5회 순성놀이(2017. 5. 1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6회 순성놀이(2017. 11. 1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7회 순성놀이(2018. 5. 12)

	 숭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8회 순성놀이(2018. 11. 3)

	 숭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이번
순성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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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성놀이

제8회 순성놀이 일정

09:00	 남대문	집결

09:30	 출발

11:00		 창의문

13:00	 점심식사

14:00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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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도성 관찰하기

태조 때의 성곽은 1척 정도의 다듬어지지 않은 네모 모양의 작은 돌들을 불규칙

하게 쌓았으며 벽면은 수직인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종 때 축조된 부분은 아

래 부분은 비교적 큰 돌로 그리고 위 부분은 작은 돌로 쌓았었는데, 이 때 쌓은 성

은 성벽의 중앙이 밖으로 약간 튀어나와있습니다. 숙종 때의 성곽은 정방형 모양

의 돌들을 정연하게 쌓아 간격도 일정하고 벽면도 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

자가 새겨져 있는 돌들은 대개 성벽 축조 당시 천자문 글자에서 따온 공사 구역 표

시, 공사 담당 군현, 그리고 공사 일지와 공사 책임자의 직책과 이름 등입니다. 안

타깝게도 인왕산 구간은 장충동 구간과 더불어 서울 한양도성 성곽의 훼손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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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숭례문(崇禮門)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4대문 중 하나

로서, 흔히 남대문(南大門)이라 불린다. 1396년(태조 5

년)에 최유경의 주도로 축성되었으며, 1447년(세종 29

년)과 1479년(성종 10년) 일부가 개축되었다. 서울 4대

문 및 보신각(普信閣) 등의 명칭은, 의(義: 서), 례(禮: 

남), 지(智: 북), 신(信: 중앙)의 5덕(五德)을 표현한 것

으로, 숭례문 또한 위의 오행사상에 따라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봉유설》에 따르면 

숭례문의 편액은 양녕대군이 썼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설이 많다. 2006년 3월 3일부터 서

울특별시에서 숭례문의 중앙통로를 일반인에게 개방하였으나, 2008년 2월 10일에 일어난 

방화사건으로 석축 기반과 건물의 목조 일부만 남기고 2층 누각이 대부분 소실되었었다. 

소실된 이후 문화재청 등의 주도하에 각계의 복구 노력이 있었고, 2013년 4월 29일 현재의 

모습으로 복구되었다.

남지터 
남지(南池)는 중구 남대문로 5가 1번지 부근, 곧 숭례

문 남쪽에 있던 연못으로서,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연

못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연꽃으로 유명하

였기에 “연지”(蓮池)라고도 불렸다. 조선을 건국한 태

조와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은 관악산의 화기(火

氣)가 왕궁을 범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겹겹의 대비

책을 구비하였는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방화수를 

저장하는 연못인 남지(南池)를 만들었다고 한다. 풍수지리 사상에 의한 치밀한 설계 방식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1899년, 일제가 서울역을 확장하면서 메워버렸다.

숭례문, 돈의문 터 구간은 정동을 우회하게 되는데, 이곳은 대한제국 시기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이던 곳입니다. 김구 선생이 머물던 경교

장, 홍난파 가옥 등을 지나면 인왕산에 이릅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서울 한양도성

이 지나간 나머지 산세와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는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

다. 인왕산을 넘어가면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나오며, 그 아래에 바로 창의문이 

있습니다.

성곽길 주변 
명소들

2018	유학대학	순성놀이



덕수궁
덕수궁(德壽宮)은 본래 명칭이 경운궁(慶運宮)이었으

며,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이후 이곳에 머물

기 시작하면서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뜻에서 덕수궁

(德壽宮)으로 개칭되었다. 대한문(大漢門), 중화문(中

和門), 광명문(光明門)이 있으며, 중화전(中和殿), 석어

당(昔御堂), 준명당(俊明堂), 즉조당(卽祚堂), 함녕전(咸

寧殿), 덕홍전(德弘殿), 석조전(石造殿) 등의 전각이 있다. 본래의 경운궁 일대는 현재의 

덕수궁 영역 외에도 서쪽으로는 생활공간인 중명전(重眀殿), 북쪽으로는 역대 임금에 대

한 제사를 지내는 선원전(璿源殿)이 있어, 현재 궁역의 3배 넓이에 달하는 큰 궁궐이었다. 

이는 현 예원학교와 덕수초등학교 및 옛 경기여고 일대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이후 태평

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궐내각사의 일부를 철거하여 동쪽 궁역이 축소되었으며, 고종 승

하 직후인 1920년부터는 중명전과 선원전 일대가 민간과 공공기관에 매각되면서 현재의 

면적으로 축소되었다.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4호로 지정되었다.

석조전 
경운궁(慶運宮) 내 다수의 건축물 가운데 순서양식(純

西洋式)의 것으로는 돈덕전(惇德殿), 구성헌(九成軒), 

정관헌(靜觀軒), 중명전(重明殿) 등이 있었으나, 이것

들은 모두 한결같이 지나연와(支那煉瓦, 중국벽돌)를 

건축재료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본전만은 화강석

(花岡石)으로써 건조되었고 그 양식도 르네상스식으로 

규모도 다른 것과 다르게 무리에서 빼어나, 본궁 제건

축물중에서 백미(白眉)로 칭할만한 것이다. 동관의 기본 설계는 영국인 G.R.하딩, 내부 설

계는 영국인 로벨이 하였으며, 1900년(광무 4)에 착공하여 1910년(융희 3)에 완공하였다. 3

층 석조 건물로 정면 54.2m, 측면 31m이며, 1층은 거실, 2층은 접견실 및 홀, 3층은 황제와 

황후의 침실·거실·욕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앞면과 옆면에 현관을 만들었다. 기둥 윗부

분은 이오니아식, 실내는 로코코풍으로 장식한 서양식 건축기법이 특이하다. 18세기 신고

전주의 유럽 궁전건축양식을 따른 것으로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다. 이곳에서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며, 6·25전쟁 이후 1986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1992~2004년에는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다가 2005

년 국립고궁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이전하였고, 복원 이후 2014년 10월 13일 대한제국역사

관으로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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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공원 
배재공원은 옛 배재학당 터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

민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장소이다. 배재학당은 

1885년(고종 22년) 8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

기관이다. 1885년 7월 서울에 도착한 아펜젤러가, 1개

월 먼저 와 있던 W.B.스크랜턴의 집을 구입, 방 두 칸

의 벽을 헐어 만든 교실에서 2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에 고종

은 1886년 6월 “영재(英才)를 배양(培養)한다”는 뜻에서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현판

을 내렸다. 아펜젤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우리 학교의 일꾼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

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라 설립목적을 밝혔으며,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欲爲大者當爲人役)라는 학당훈(學堂訓)

을 내걸었다. 그리스도교인과 국가 인재양성을 위하여 일반 학과를 가르치는 외에, 연설

회·토론회 등을 열고 사상과 체육 훈련에도 힘을 쏟았다. 배재학당은 오늘날의 배재중학

교·배재고등학교·배재대학교의 전신이며, 당시 배재학당에 설치되었던 인쇄부는 한국 

현대식 인쇄 시설의 효시이기도 하다.

심슨기념관
심슨기념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이화여

자고등학교 캠퍼스에 남아 있는 건물이다. 1886년 기

독교 정신을 토대로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창

설되어 1887년 조선 제26대 왕 고종(高宗:재위 1863∼

1907)으로부터 “이화학당”(梨花學堂)이라는 학교명을 

하사받았다. 이화학당은 한옥 교사를 사용하다가 1899

년에 양옥 교사인 메인 홀(Main Hall), 프라이 홀(Frey 

Hall) 등을 신축하였다. 하지만 교실난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새 건물을 신축할 부지

로 정동 30번지 땅을 구입하였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리버 지회의 홀부룩이 희사한 기금

으로 1914년에 기공하여 1915년 3월에 준공되었다. 홀부룩의 기부금은 그의 동생 사라 심

슨(Sarah J. Simpson)이 세상을 떠날 때 위탁한 것이기에 건물은 심슨기념관으로 명명되었

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 붕괴되었다가 1960년대 초에 

복구되었다. 2002년 2월 28일 등록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학교법인 이화학원

에서 소유와 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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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립 법어학교  
관립 법어학교는 1895년 10월 프랑스인 에밀 마

르텔(E. Martel)이 설립한 불어학교로서, 1896년 1

월 서울 정동에 개교한 뒤, 1896년에는 수하동으

로, 1896년 5월에는 다시 박동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마르텔 외에 한국인 교사가 1명이 있었고, 

학생 수는 2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후 1898

년에 이르러 학생 수가 100여 명으로 늘었고, 졸

업생들은 주로 통역관이 되었다. 1905년(光武 10

년)에 폐교되었다. 현재 표지석은 정동 28번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 세워져 있으나, 

사실상 그 위치가 정확히 판명되지는 않았다. 법어학교의 기원이 프랑스공사관과 붙어 있

는 에밀 마르텔 본인의 집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었으나, 정작 그의 집 위치에 대해서

도 아직 정확히 고증된 바가 없다. 조선 말기의 문헌자료에 그 명칭이 분명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소재지의 위치를 분명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새문안교회 
새문안교회는 1887년 9월 27일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G. Underwood)가 서울 중구 정동 31

번지에 위치한 본인의 자택 한옥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이다. 자리가 광화문 서편 돈의

문(敦義門) 곧 새문(新門) 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

문에 ‘새문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보다 12일 정도 앞서 설립되

었다. 최초 교인은 14인으로, 그 중 13명이 전도사 서상륜의 전도에 의해 입교하였다. 언

더우드 선교사가 최초의 시무목사로서 사역하였으며, 한국인이 부임한 것은 1920년 11월 

차재명 목사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이다. 광복 이후 모든 교파를 망라한 한국기독교회의 

형성을 위한 회합을 열 때 주도적인 구실을 하였으며, 최현배·홍난파·정인과를 비롯한 

저명한 학계 및 종교계 인사들을 배출하였다.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다시금 남부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날까지 성경번역사업 등 다양

한 기독교부흥 운동을 주관하며 '어머니 교회'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예

수교장로회(통합)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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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교회 
정동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 예배당이

다. 1885년 10월 11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Appenzeller,H.G.)에 의하여 정동 사저에서 처음으

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교회 설립

에 앞서 그는 같은 해 8월 3일 배재학당(培材學堂)

을 세워 한국의 근대교육을 창시하고 또한 이를 보

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먼저 학교 내에

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행사를 하였으며, 1887년 9월 한옥 건물을 구입해 이를 수리하여 

전적으로 예배만을 드릴 수 있는 교회 건물로서 활용하였으며, 이름을 베델 예배당(Bethel 

Chapel)이라 명명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전 교인이 참가하여 일제로부터 강한 핍박을 

받았다. 3·1운동 이후부터는 주로 문화운동과 무산대중을 위한 야간학교 개설 등을 통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지금의 현대식 교회건물은 1977년 11월 6일에 기공하여 1979년 4

월 15일에 봉헌하였다. 현재 배움의 집, 무의촌진료, 해외선교사 파송 등 다양한 선교프로

그램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러시아 공사관
구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인인 사바탄이 설계한 

르네상스 양식의 조선 말기 건축물이다. 조선과 러

시아 간의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뒤 고종 22년인 

1885년에 착공하여 1890년 준공되었다. 준공 당시 

그 건물 규모나 대지 규모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의 

공사관보다 컸다고 한다. 이 러시아 공사관은 아관

(俄館)이라 불렸는데, 고종 황제의 아관파천이 거행

되었던 장소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1895년 10월 8일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초대 공사 칼 웨베르는 친러파에 속했던 이범진, 이완용 등과 함께 황제의 안전을 이유로, 

고종을 경운궁(덕수궁)에서 아관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1981년 서울특별시와 문화재관리

국의 공동 발굴로 탑의 동북쪽에서 밀실과 비밀통로가 확인되었다. 이것이 경운궁까지 연

결되어 있는데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이 통로를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광복 직후에는 소

련 영사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

었으며, 현재는 외벽 일부와 3층 망루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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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장
경교장(京橋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가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2001년 4월 6일 서울유형문화재 제129호

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 6월 13일에 사적 제465호로 

승격되었다. 이승만의 이화장(梨花莊), 김규식의 삼

청장(三淸莊)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건국 

활동의 중심을 이룬 ３대 요람이다. 설립 시의 원래 

이름은 죽첨장(竹添莊)이었다. 8·15광복 이후 최창학이 김구에게 거처로 제공하였는데, 

김구는 죽첨장이라는 일본식 이름 대신 근처에 있는 다리인 경교(京橋-경구교(京口橋)의 

약칭)의 이름을 따 경교장으로 개명하였다. 김구가 반탁·건국·통일 운동을 주도할 때에

는 흔히 “서대문 경교장”이라고 일컬었으며, 민족진영 인사들의 집결처로 이용되었다. 김

구는 1949년 6월 26일 바로 이곳 집무실에서 안두희(安斗熙)의 총격에 의해 서거하였다. 

이후 중화민국 대사관저, 월남대사관, 병원시설 등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3월 김구 거주 

당시의 임시정부 활동공간으로 복원되어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딜쿠샤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외신으로 처음 보도한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Albert 

Taylor)의 가옥이다. 당시 AP통신사의 한국 특파원이

었던 앨버트는 1923년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

직로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양옥을 지었다. 앨버

트는 항일 독립운동을 돕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된 후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당할 때까지 이곳에

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딜쿠샤(Dilkusha)라는 이름은 

앨버트의 아내 메리 린리 테일러가 인도의 딜쿠샤 궁전에서 따와 작명한 것으로 힌디어

로 ‘이상향, 기쁨’을 의미한다. 붉은 벽돌, 아치형 창문 등 양옥 중에서도 독특한 외관을 가

지고 있고 벽돌을 쌓은 방식이 매우 특이해 건축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로 평가된다. 영

국과 미국의 주택 양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일제 강점기 근대 건축 양식으로도 연구 가치

가 있다. 2016년 2월 서울시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종로구와 딜쿠샤 보존과 관리를 위

한 업무협약을 맺고 딜쿠샤를 문화유산으로 복원하는 데 합의했고, 그후 2017년 8월 8일

에 딜쿠샤가 등록문화재 제687호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3ㆍ1운동 100주년인 2019년까

지 딜쿠샤의 원형을 복원한 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돈의문터
돈의문(敦義門)은 근대 이후 흔히 서대문(西大門)이

라 불렸던 한양의 4대문 중의 하나였다. 태조 연간에 

처음 세워졌으나 태종 13년(1413)에 축조된 서전문(西

箭門)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당시 서전문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세종 4년(1422)에 도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서전문을 폐하고 새로운 돈의

문을 세웠는데, 현재의 돈의문 터가 그 위치에 해당한

다. 이후 돈의문은 “새로운 문”이라는 뜻으로 신문(新

門)이라고도 불렸으며, 현재의 신문로( 새문안로)라는 명칭도 이에서 유래되었다. 1915년 일제

가 서대문을 지나는 전차 선로를 개통하면서 돈의문을 해체하여 건축자재로 매각하였다. 현

재 돈의문 터에는 공공 미술품 “보이지 않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경희궁
경희궁(慶熙宮)은 1617년(광해군 9년)에 건축을 시작

하여 1623년에 완공하였다. 당시 광해군은 창덕궁을 

흉궁(凶宮)이라고 꺼리고 길지에 새 궁을 세우고자 인

왕산 아래에 인경궁(仁慶宮)을 창건하였다. 이후 정원

군(定遠君)의 사저가 위치한 지역에 왕기(王氣)가 서

려 있다는 미신을 믿고 그 터를 빼앗아 궁궐을 지었으

며, 이를 경덕궁(慶德宮)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광

해군은 이 궁에 들지 못한 채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으며, 그 왕위는 바로 궁궐터의 

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정원군의 장남 인조에게로 돌아갔다. 1760년(영조 36년)에 원종(元宗)

으로 추존된 정원군의 시호에 쓰인 “경덕”(敬德)이 궁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명칭을 “경희”로 고쳤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규모는 약 7만여 평 

이었으나 민족항일기인 1907년부터 1910년에 걸쳐 강제로 철거되어 궁궐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며, 궁터도 일제에 의해 파괴되고 변형되어 결국 현재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부속 

건물로 회상전·융복전·집경당·흥정당·숭정전·흥학문·황학정이 있었으나 융복전과 집

경당은 그 흔적이 모두 사라졌고, 그 이외의 건물들은 일부 또는 전부가 보존되고 있다. 1910

년 서울고등학교가 설립된 후, 회상전은 조계사로, 흥정당은 광운사로, 숭정전은 조계사로 옮

겨졌다가 다시 동국대학교 내부로, 흥화문은 박문사로, 황학정은 사직공원 뒤로 각각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1988년 복원작업에 착수하여 흥화문은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이건하고, 숭정

전은 새로 복원하였다. 현재 사적 제 271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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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 베델 집터
어니스트 베델(1872-1909)은 영국의 브리스틀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 완구점을 경영하는 아버

지를 따라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5세 때 일본에 

건너와 완구점을 경영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영국계 신문인 《데일리 메일》의 특파원으

로 내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대한매일신

보》는 당시 일본인 검열관의 사전 검열을 피하기 위해 베델 명의로 발행하였다. 그는 을사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고종의 친서를 《런던 트리뷴》에 게재하는 등, 일제의 침략행위를 

폭로하는 항일언론 활동을 벌였다. 1909년 5월 1일 심장병으로 병사하여 서울 양화진 외

국인 묘지에 묻혔다. 1995년 영국대사관은 한국프레스센터와 공동으로 그가 한국의 독립

과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베델 언론인 장학금”을 제정하였으며, 

그 공로가 인정되어 1968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베델이 살던 집은 

서대문구 홍파동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못했다. 

이후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에서 월암 근린공원 근처에 베델의 집터를 위의 사진과 같이 

표지하였다.

홍난파 가옥 
홍난파 가옥은 1930년 독일 선교사가 지은 서양식 

가옥으로, 《봉선화》·《고향의 봄》 등으로 유명한 

작곡가 홍난파 선생이 인수하여 6여 년간 말년을 

보냈던 곳이다. 홍난파의 대표곡들은 주로 이곳에

서 작곡되었다. 이후 거실과 안방으로 사용되던 지

상 1층에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리

모델링하였다. 이윽고 2007년 9월에 소형 공연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건물 지하에는 자

료 수납실과 시청각 자료 열람실을 만들어 홍난파 관련 서적과 비디오 등을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서양식 주택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다.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으며, 

종로구청에서 소유 및 관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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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 
독립문(獨立門)은 1896년 독립협회가 한국의 영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하여 청(淸)나라 사신을 영접하

던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전 국민을 상대로 모금운

동을 하여 세웠다. 독립문의 건립은 서재필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10여 년간 망명생활

을 한 뒤 1895년 12월 귀국하여 곧바로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협회의 이름으로 독립문 건립을 발의하여 

애국지사와 국민의 광범위한 호응을 받았다. 서재필 본인이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을 본

떠 직접 스케치한 도면을 바탕으로 독일공사관의 스위스인 기사가 설계하였다. 실제 시공

은 건축기사 심의석이 담당하였으며 노역은 주로 중국인 노무자들을 고용하였다. 1897년

에 준공하였다. 1979년 성산대로를 개설하면서 원래 독립문이 있던 자리에서 북서쪽으로 

7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여 복원하고, 기존의 위치에는 독립문지라는 표지판을 설치하

였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2호로 지정되었다.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대한제국기에 조선통감부

가 의병 등 반일세력을 탄압·수용할 목적으로 만

든 옥사다. 조선시대에 죄수의 수감을 관장했던 부

서는 형조 산하의 전옥서(典獄署)였는데, 1905년 을

사늑약과 1906년 조선통감부 설치로 인해 정부의 

법집행의 자율성이 일제에 의해 크게 침해되었고 

1907년 일본인이 관리 인력으로 대거 기용됨에 따

라, 옥사 운영의 주도권이 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어 1908년(순종 2년) 10월 일본인 건

축가 시텐노 가즈마(四天王要馬)의 설계에 의해 경성감옥이 건립되었다. 이후 1904년 경

무청감옥서로 바뀌며, 1908년 현저동에 신축·이전하였다. 1912년에 서대문감옥, 1923년

에 서대문형무소, 1946년에 경성형무소, 1950년에 서울형무소, 1961년에 서울교도소로 명

칭의 변화를 거쳐 1967년 7월 서울구치소로 개칭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민족지도

자와 독립 운동가들이 입소하였으며, 4·19혁명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정치인·기업인·

군장성·재야인사·운동권 학생 등과 살인·강도 등 흉악범 및 대형 경제사범·간첩·잡

범 등 다양한 인물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1987년 경기 의왕시로 이전하였으며, 기존 터는 

1988년 2월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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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인왕산(仁王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누상동·사직

동과, 서대문구 현저동·홍제동에 걸쳐 있다. 곳곳에 약수터

가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다. 

조선 개국 초기에는 서산(西山)이라고 부르다가 세종 때부터 

명칭을 인왕산이라 하였다. 인왕이란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

신(金剛神)의 이름으로, 조선왕조를 수호하려는 뜻에서 개칭

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건국 당시 도성(都城)을 세울 때,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북악산을 주산

(主山)으로, 남산(南山)을 안산(案山), 낙산(駱山)을 좌청룡(左靑龍), 인왕산을 우백호(右白虎)

로 삼았다고 한다. 조선 중기에는 명나라 사신이 임금을 보필한다는 의미에서 필운산(弼雲山)

이라고도 불렀는데, 필운대(弼雲臺)와 필운동(弼雲洞)에 그 이름이 남아있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여 이를 배경으로 그린 산수화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널

리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인왕산의 표기를 “仁旺”이라 하였으며, 1995년에 와서야 “仁王”

으로 환원되었다. 산의 위치상 청와대를 경호한다는 군사적인 이유로 1968년 1월 21일부터 일

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으나, 1993년 3월 25일 정오부터 다시 개방되었다.

국사당 
국가민속문화재 제28호. 1동(棟). 서울을 수호하는 신당으로, 

현재 인왕산 기슭의 선바위 밑에 위치하고 있으나, 원래는 

남산 꼭대기에 있었다. 국사당이라는 명칭과 무신도(巫神圖)

에 대한 언급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藁)』에서 

비로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국사

당의 전신이다. 1972년 당시 당 관리인의 증언에 의하면, 조

선시대 말엽에는 이미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었고, 다만 별궁(別宮)의 나인들이 치

성을 드리러 오거나 또는 개성 덕물산(德物山)에 치성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 당을 

거쳐가고는 하였다고 한다. 민중전(閔中殿)이 궁중 나인들을 시켜 국사당에 치성을 드리게 하

였다는 사실은, 궁중 발기[撥記:다스리는 기록]의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 이전 장소를 인왕

산 기슭으로 택한 것은 그곳이 태조와 무학대사(無學大師)가 기도하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국사당이라는 명칭도 무학대사를 모시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전할 때 그 재료

를 그대로 옮겨 원형대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국사당은 굿만 하는 곳이 아니라 단골신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찾아와 참배하고 기도를 드리는 곳이다. 참배객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연중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데, 정월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월·3

월·9월의 순이다. 이 당에서 행하는 굿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 사업 번창을 비는 경사굿이고, 둘째는 병(病)굿 또는 우환굿, 그리고 셋째는 흔히 부모

의 사령(死靈)이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진오기굿이다. 그러나 몇 가지 동기가 복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굿이 1년에 평균 100여 회 치러진다.

서촌
서촌은 창덕궁 남쪽의 교동이나 경복궁과 창덕궁 사

이 북촌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다. 조선 

시대엔 왕족과 사대부, 중인들의 거주지로 유명했

으며,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도시형 한옥이 다수 남

아 있는 마을이다. 조선 전기엔 '장의동(藏義洞)', 조

선 중후기엔 '장동(壯洞)'이 널리 사용됐고, 해방 뒤

엔 '효자동', 2000년대 이후엔 먼저 한옥밀집지구로 

지정된 북촌에 대응해 '서촌(西村)'이 널리 사용된다. 서촌이란 지명은 조선 시대 한성의 5부 

가운데 '서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왕족, 고관대작의 집과 

별장도 도처에 있었지만, 주로 말단관리인 경아전(京衙前)들이 많이 살았다. 상촌인이라는 

말은 경아전(京衙前)과 동의어였다. 조선 말기에는 중인 지식인들의 시회(詩會) 장소로 자주 

이용되어 여항(閭巷) 문학의 중심지 구실을 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시인 이상과 윤동주·화

가 노천명·이중섭·천경자·이상범 등이 이 일대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경호와 경비 목적으로 여러 규제를 받아 쇠퇴했으나, 2010년 한옥

밀집지구로 지정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직단
사직단(社稷壇)은 토지신인 사신(社神)과 곡물신인 

직신(稷神)의 두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봉사하기 위

해 쌓은 제단이라는 의미이다. 사직단은 종묘와 더

불어 “국가” 자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상징적인 곳이었다. 다만 종묘는 수도 한 곳에만 설

치하는 것에 비해 사직은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행

정단위인 주현(州縣)마다 설치하였다. 임진왜란으로 건물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단만 남았

으며, 신위는 개성의 목청전(穆淸殿)에 묻어 보관되었다가 평양으로 옮겨졌다. 사직단이 완

전히 중건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603년에 사직단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1608년 종묘가 중건되기 전에 복건된 것으로 보인다. 1911년 사직단 일대는 조선총독부 소

유가 되었고, 1922년 부속시설을 철거한 자리에 사직공원이 조성되면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하였다. 현재 사직단 주변에는 단군신전과 국궁전수관,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신사임당

과 율곡 이이의 동상, 문학비 등 수없이 많은 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옛 경

희궁에 있던 황학정이 이전되어 활터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사직단은 사적 제121호로 지정

되어 있으며, 사직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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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문학관
윤동주 문학관은 윤동주(尹東柱) 시인을 기념하는 문

학관이다. 2012년 7월 25일에 개관하였으며 사진자료

와 친필원고, 시집, 당시에 발간된 문학잡지 등을 전시

한다. 문학관에서 주최하는 시낭송회와 음악회, 백일

장 등이 열리며, 문학관 뒤편의 인왕산 자락에는 윤동

주 시인의 언덕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윤동주문학관은 청운동에 버려져 있던 대형 물탱크와 수도 가압 시설을 재건축하여 

뛰어난 공간연출 효과를 지닌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호평 받았다. 탱

크의 윗부분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뒤편의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계단으로 연결된다. 

2013년 1월 한국 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을 수

상했고, 건축문화잡지인 《월간 스페이스》가 선정한 한국의 현대건축 'Best 20' 중에서 18위

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되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졸

업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으나,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의 수

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지 1년 반 만에 결국 옥사하였다.

창의문
창의문(彰義門)은 1396년(태조 5년) 서울 성곽을 쌓을 

때 세운 사소문(四小門)의 하나로 창건되어 창의문이

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근처 인왕산 계곡의 이름을 따

서 자하문(紫霞門)으로, 또한 간편하게 북문이라 불리

며, 사소문 중 유일하게 그 원형이 보존되어 오고 있

다. 1416년(태종 16년) 경복궁을 내리누르는 위치에 있

다는 풍수지리적 주장에 따라, 국가적 공역(工役)을 수행하거나 긴요한 경우에만 제한적

으로 성문을 열고 수백여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1506년(중종 1년) 백성들의 불편을 해

소하고 물자운송에 편리를 돕기 위하여 다시 개방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에 같은 해 9월 3일 혜화문과 창의문을 그대로 닫아 두기로 한

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1623년(광해군 14년) 3월 12일 밤 홍제원에 집결한 인조반정 

세력은 세검정을 거쳐 바로 이 창의문을 통과하였었다. 근처에 위치한 상명대학교에는 문

의 별칭을 본뜬 자하관이라는 강의동 건물이 있으며, 또한 자하(紫霞)라는 명칭으로 교지

를 발행하기도 한다. 2015년 12월 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881호로 지정되었다.

선바위
2개의 거대한 바위가 마치 스님이 장삼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선(禪)’자를 따서 선바위라 불렀

다고 전한다. 또 조선 태조와 무학대사의 상이라는 

전설, 또는 이성계 부부의 상이라는 전설도 있다. 

암석 숭배의 일종으로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모두 

이루어진다고 여겨 일찍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남산에 있던 국사당(國師

堂)을 선바위 근처로 옮겨온 뒤로 이곳을 찾아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

다. 특히, 자식 없는 사람이 이 바위에 빌면 효험이 크다고 하여 정성을 드리는데, 작은 돌

을 붙이면 효험이 더욱 크다고 하여 작은 돌을 문질러서 붙인 자국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를 ‘붙임’이라 하며, 이러한 바위를 ‘붙임바위’라고도 한다. 조선 태조가 성을 쌓을 때 문신 

정도전(鄭道傳)과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이 바위를 성 안으로 할 것인지 성 밖으로 할 것

인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성 밖으로 밀려났다는 일

화가 있다. 1973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최규식 동상
1932년 9월 9일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였으며 동

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경찰관이 되었으며 1967년 

10월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하였다. 1968

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인 김신조 일당 31명이 박정희 등 정부요

인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기습하였다. 사건 당

일 무장공비 일당이 국군으로 위장하여 세검정 자

하문을 지나다가 검문에서 발각되었고 이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무장공비는 수류

탄과 기관총을 난사했고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최규식 서장은 총격전에서 총탄을 

맞고 순직하였다. 사후 경무관으로 특진되었으며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서울시 종

로구 청운동 자하문 앞 동상은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1969년 

10월21일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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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은 사적 제10호로 우리 조성들의 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숭례

문에서 창의문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성길은, 구한말의 숨결이 담긴 무수한 문화 유

적들, 인왕산의 수려한 풍광, 그리고 인왕산 정상에서 조망하는 서울 시내 전경 등

을 체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한양도성이 온전하

게 보전될 수 있도록 문화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시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양도성을 
아껴주세요

안내문

안전을 위해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를 준비해주세요. 인왕산 순성길은 형형색색의 암벽들

을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곽길이지만 경사가 심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성놀이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만큼 행사진행 중에 개

별 행동은 삼가 주시고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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