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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샤속의 북촌
가. 양궐 사이에 놓어 있는 북촌

서울의 도시구초압 북촌
서울의 옛 지도를 보면 북쪽에 북악산(北폼山)，

남쪽에 목벽산(木寬山)， 동쪽에 낙

타산(騎曉山)， 서쪽에 인왕산(仁王山)이 서울을 에워싸고 있고， 그 능선을 따라 성
곽이 이어져 있다.

그리고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길은 도심을 가로지 르는 청

계천으로 모여， 성 곽의 동쪽으로 흘러간다.
옛 서울 한양은 이러한 서울의 미세지형을 존중하면서 계획된

도시이다. 먼저 북

악산에 기 대어 경복궁이 자리잡고 그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을 배치하였
다. 그리고 북악산과 나란히 있는 응봉에 기대어 창덕궁을 배 치하였다.
한편 도성 의 남서쪽에 위치한 남대문에서 비스듬하게 휘 어지면서 올라온 남대문
로와， 청계천과 나란히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종로(운종로)가 함께 주도로체 계 률 이
루고있다. 그리고 종로에서 각각 경복궁， 창덕궁을 잇는 길이 함께 상징적인 가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의 사이， 북악과 응봉을 잇는 산줄기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옛 한양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북촌은 예로부터 서울의 가장 중
요한 주거지 로 인식되어 왔다

북촌의 룰길고I 동녀|
경복궁과 창덕궁의 사이 북촌지역의 1912년 지적도를 보 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
르는 몇 가닥의 물길이 있다. 이 남북방향의 물길을 중심으로 동 네 가 좁고 길게
형성되어있다.
경복궁 동쪽 담장을 따라 흐르고 있는 제법 큰 물길 좌우로 삼청동， 사간동， 소격
동이 있고， 다시 그 동쪽에 작은 두 물길 주변 으로 화통과 안국동， 송현 동이 있다.
그리고 가회동 물길과 계동 물길， 원서동 물길이 나란히 흐르고 있다.
그 중 삼청동에서 내려온 물길 중학천은 제법 큰 하천이었고， 가 회 동에서 운현궁
앞으로 흐르는 불길 역시 제법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었다. 원서동 신선원전에서 시
작해 서 창덕궁 담장을 따라 흐르다가 창먹궁 내부를 지나 와룡동으로 흘러가는 물
길 역시 중요한 하천 중 하나이다
갯골， 맹현골， 재생원골， 원골 둥과 같은 옛 지명에서 보듯，

각 동네 는 물길을 중

심으로 형성되어있다. 상대적으로 동네와 동네 사이는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데， 이 능선들이 각각 행정구역 경계의 기준이 되었다 이 능선에 의하여 한정된
.

각 동네들의 영역성은 북촌 마을의 중요한 특성이었다. 점점 도시밀도가 높아지
면서 물길이 메워지고 능선 부분까지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그 구분이 흐릿해졌지
만， 남북방향의 영역성은 여전히 동네 이 름 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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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기를의 추껴지 북촌
풍수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이 경복궁이고 다음이 창덕궁이라고 한다.
북촌은 북측이 높고 남측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볕이 잘 듬고 배수가 장 됨 뿌
아니라， 남쪽으로 남산을 비롯한 좋은 경관을 가칭 수 있논 지역이다. 이처럼 지
리적으로 좋은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북촌은 예로부터 권문세가들의 주거지로
자리매김 해왔다. 아울러 궁궐이 가까운 탓에 재동 일대는 팔도 각지에서 올라온
양반들의 주택틀과 육조관아에 근무하던 관리들과 이들에 딸린 하인들이 살던 작
은 집들이 모여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종 원년(1864)에서

고종 24년(1887)의 일을 두루 적은

황현

(黃:!:t)의 『매천야록(梅果野錄H 1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서울의 대로인 종각 이북을 북촌이라 부르며 노론(老論)이 살고 있고， 종각
을 남촌이라 하는데 소론(少論) 이하 삼색(三色)이 섞여서 살았다고

남쪽

밝히고 있다.

인조반정 이후 세력을 잡은 서인들은 노론·소론으로 분당된 뒤， 영·정조 때부터
노론이 세력을 잡게되고 순조·헌종·철종을 거쳐 고종 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150
년간에 걸쳐 집권하였는데， 북촌은 이들 세력의 주 거주지역이었다고 한다.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1917년의 지적명세서나 1921년 경성지도를 보아도 북촌
지역의 대형필지는 여전히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시절의 세력가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 가회동 1번지는 박영효와 여홍민씨 민영휘 등의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가회
동 31번지， 계동 105번지 둥 가회동 일대 역시 여흥민씨 민대식(민영휘의 아들)의
소유로 되어있다. 한편 가회동 26번지 등은 당시 한성은행 대주주였던

재력가 한

창수의 소유로 되어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곳 북촌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 주거지였으며 자부심이 강한 한옥마을로서의 모습
을 유지해왔다.

수선전도(1840년)-한양전체

도성도(18세기후반)-북촌의 물길과 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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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1396년 한 양의 행정구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등 5부로 나누
고，

5부를 다시 52방으로 분할하였다 북촌지역은 북부에 포함되며， 가회방(嘉會

행) . 안국방(安國행) . 진정방(鎭定행). 관광방(觀光행) . 광화방(廣化행) . 양덕방(陽德

행)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 지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다가， 현재는 열 개 법정동과 두 개 행정동으로 정리되었다. 지명은 동

네의 역사와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현재의 지명에 이르기까지 각 동네의

지명유래를 ‘동명연혁고(洞名땀옮댔)’등의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회동

조선 초에는 한성부 북부 가회방 지역이었다. 1914년에 맹현(굶뼈) .재

동(薦洞) .동곡(東삼) .계동(桂洞) 일부를 합쳐 경성부 가회동이라고 하였고， 1936년
가회정(嘉會메)으로 바뀌었다. 1946년에는 다시 가회동으로 바뀌었다.

계동

제생원(濟生院)은 《동국여지비고(東國與地備댔)) 권1 혁파공서조(黃罷公

暑條)에 북부 양덕방(陽德행)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종로구 계동이

다. 계통(桂洞)이란 동명은 이 곳에 제생원(濟生院)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으로 초기에는 제생동， 계생동(桂生洞)으로 불리다가 약칭된 것이다.

재동

서울 종로구 가회동과 안국동 사이에 있는 재동은 본래 갯골 또는 회(Ð<.)

동으로 불리었던 곳으로， 불타고 남은‘재’에서 제(齊)를 빌어 쓴 이름이다. 종로
구의 갯골(재동=薦洞)은 조선 세조 때 이 곳에서 살상극이 벌어져 그 피내음을 없
앤다고 재를

사간동

뿌려 나온 이름이라 전해지고 있다

사간동은 경복궁 건춘문(建春門)의 길 건너편에 사간원(司課院)이라는 관

청이 있었는데， 이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

안국동

조선조 성리학자이며 정치가인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이름에서 유

래했다.

삼청동

도교(道敎)의 태청(太淸) .하청(上淸) .옥청(玉淸) 3위(位)를 모신 삼청전

(三淸願)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산과 물이 맑고 인심 또한 맑고
좋다고 하여 삼청(三淸)으로 불리웠다고도 한다.

송현동

송현동을 이룬 자연부락인 송현은 솔고개 또는 솔재라고도 부르는데 지

금의 중학동 한국일보사와 건너편 미대사관 직원숙소 사이에 있던 고개로 소나무

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송현이라 불렀다.

소격동

삼청전(三淸嚴)의 삼청성 진(三淸星辰)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昭格暑)가

있었다하여 유래되었다

화동

조선시대 화유， 화과의 일을 담당하던 장원서(掌젊暑)가 지금의 화동 23번

지에 자리하여 많은 꽃을 기르고 있었다 해서 글자 그대로 화개동(花開洞)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줄여서 화동으로 불렀다. 또 다른 유래로는 화기동이었던 것
이 변하여 화개동으로 되었다고도 하는데， 당시 총포를 만들었던 화기도감(火器
都籃)이 있었기 때문에 화기동이었다가 음이 비슷한 화개동으로 변했다는 것이
다.

원서동

원래 원골(짧洞)이라고 불리었으나 창경원(昌慶짧) 서쪽에 있다고 하여 원

서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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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동명의 변화

가회동(籍훌훌同)

가회방， 관광방， 양덕방
(햇콜，맹현)

가회동
(맹현，재동， 동곡，
계동일부)

가회정

계동(桂洞)

양덕방(제생원골)

계동

계동정

삼청동(三淸洞)

진장방(팔판섯글)

삼청동

삼청정

원서동(행西洞)

광화방
(관상감골，원글)

원동

원서정

사간동(司課洞)

관광방(사포섯골)

간동

사간정

소격동(昭格洞)

관광방(벽장을)

소격통

소격정

송현동(松觸洞)

관광방

송현동

송현정

안국동(安國洞)

안국방，가회방
(대안국동소안국동)

안국동

안국정

재동(縣同)

관광방， 안국방， 가회방

재동

재동정

화동(花洞)

가회 방，진장방， 안국방，
관공방

화동

화동정

•

톨g터

-

다. 북촌의 옛 장소
북촌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 치면서 여러가지 역사적인 사건의

무 대였다. 이곳 북촌에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다. 사료 등
을 통해 알려진 장소들의 유 래 와 역사， 인물을 동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윈서동
창덕궁 홍북문(洪北門) 밖의 원서동 1번지는 훈련도감의 북 영 (北

북영(北營) 터

營)이었다. 이후 무관학교와 유년학교 자리로 쓰여졌다.

사도시(司 導좋) 터

원서동 206번지 자리이며， 태조 원년(1392)에

궁 중의 미콕

과 장(醫)의 공급을 맡은 곳으로서 요물고(料物庫) 라고 불리었다가 그후 공정고， 사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종 19년(1882)에 폐지된 후 1910년에 창덕궁경찰서가
설치되었다.
원서동 9 - 5 번 지이며 ， 한국 소주택의 전형적인 요소를 비교

백홍범(白總範) 가

적 잘 지니고 있는 주택으로 서울시 민속자료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송진우(宋鎭옳)

집터

원서동 74번지이며， 고종 27년(1890)에 태어 나 1945년까

지 활동했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였다. 3.1운동때는 48인의 한 사람이었다.

노수현(盧壽鉉) 집터

1

원서동

75번지이며， 근대 미술계의 중진으로 활약한

화

가이며， 1944년에 화실을 마련하고 1956년 6월까지 거 주하였다.

박인환(朴寅煥) 집터
박인환(1926

원서동 134 - 8 번지이며 ， 모더니즘 시인으로 찬사를 받았던

1956)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임규(林圭) 집터

‘

원서동 54번지이며， 철종 14년(1863)에 태 어났으며， 독립운동

가로 3.1순동 당시 48인의 한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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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동
/

제생원(濟生院) 터

계동 142-2번지(현대빌딩 앞 화단)이며， 태조 6년(1397) 조

준(趙俊)의 건의에 의해 지방의 향약재(쨌樂材)를 수납하여 혜민국(惠民局) 동서활
인서(東西活A暑)와 같이 궁민(第民)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이었다.
계동 146번지이며， 고종 21년(1884)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김

경우궁(景祐 宮) 터

옥균， 홍영식， 박영효 둥이 고종을 이곳으로 모신 뒤 혁신내각을 조직하였던 곳이
다.

석정(石井)골 보름우물터

계동 25-1이며， 우물이 돌로 되어 있어 동네 이름이

석정골이라고 불리워졌으며， 이 우물물이 15일 동안은 말고 15일 동안은 흐려지곤
해서 보름우물이라 불려졌다고 한다. 외국인 최초의 선교사였던 중국인 주문모(周
文護) 신부가 1794년 12월 17일 압록강을 건너 국내에 들어와 이 동네 신도(역관

최인길 마티아)집과 여신도 회장이었던 순교자 강완숙(골롬바)의 집에 숨어 성사집
행을 하며 선교활동을 벌일 당시 이 우물에서 길어낸 물로 영세를 주고 마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사)

유심사(堆心社) 터， 3.1독립운동 기념터

계통 58번지(석정골보름우물터 앞) 언

저리에 있었던 유심출판사는 한용운(韓龍雲)선생이 3.1독립정신을 중앙학교생들에
게 심어 주었던 곳이다.

중앙고둥학교

계동 l번지이며， 삼일운동책원지(三 - 運動策 源地)였다. 중앙고

본관은 사적 제281호(1937년 9월에 준공한 석조건축물， 박동진(朴東鎭) 설계)， 서
관은 사적 제282호， 동관은 사적 제283호로 지정되어 있다.
노백련(盧伯廣)(1876-1926) 집터
r

계동 l번지이며， 육군 연성학교 교장과 임

시정부 군무총장을 지냈으며， 1907년 군대가 해산하자 낙향하여 금광， 피혁상을 하
면서 김성수(金性洙)에게 이집을 매각하였다.
이준경(李浚慶)(1499-1572) 집터

계동 128번지이며， 선조 때 영의정을 지

낸 인물이 살던 곳이었다. 영의정 답지않게 검소하게 사는 그의 집을 멀리서 보면
창고처럼 보이므로 동고(東뿔)라는 호(號) 대신 동고(東庫)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일대를 이동고터라고도 하였다.

여운형(呂運亨) 집터

‘

계동 140-57번지이며 독립운동가·정치가였던 여운형이

살던 곳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원이었으며， 해방이 되자 조
.a톨g터

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근로인민당 당수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1947년 7월 19일 혜화동로타리 우체국앞에서 권총을 맞고 절명하였다.
•

è 1!I

터

배렴(裵癡) 집터

계동 72번지이며， 한국동양화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

물이었다. (만추(硬秋)}， (요원(選遠)}， (산전(山田)} 동의 작품이 있다.

숭문원(承文院) 터

숭문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던

관아가 있던

곳으로， 숙종의 왕자인 연령군(延敵君)과 그의 아들 낙천군(洛川君)이 살았으며 홍
선대원군의 조카인 이재원(李載元)이 살기도 하였다 갑신정변시 잠시 고종이 피신
하기도 하였으므로 계동궁(桂洞宮)이라 부른다.
계동

홍문관(弘文館) 터

궁중의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며 문서를 처리하

고 왕의 자문에 응하던 기구로 조선시대에 궁중의 경서(經書) .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輪)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웅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관상감 관천대

사적 저11296호로 계동 140번지이며， 숙종 때 남구만이 창경궁에

세 운 관천대(보물 제851호)와 구별하여 관상감 관천대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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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오j폼， 쩨톰
유길준 유배지(취운정)

가회동 1-5번지이며， 1885년 역적으로 몰려 7년간이

C

나 취운정에 유폐되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문화를 소개한 『서유견문
(西遊見聞).1을 편찬했던 곳이다.

취운정(짧쫓훔) 활터

’

가회동 1번지 일대이며， 3.1독립운동 대표였던 손병희 선

생과 박동진·오세창 등 독립투사들이 매일 활을 쏘며 심신을 단련하였던 곳이다.

일가정(-可享) 터

‘

가회동 l번지 아래 부분에 위치하며， 장충단의 석호정(石虎

亨)， 마포의 화수정(華水亨)， 자지동(緊호洞)의 청룡정(줌龍亨)， 천연동(天然、洞)의 서
호정(西虎후)과 함께 서촌(西村) 5처사정(五處射亨)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홍술해골

，

가회동 250번지이며， 정조ClE 祖)때 황해감사 홍술해가 장물죄를 범하

고 섬으로 귀양가자 아들 상범(相範)이 함원하고 모반(짧反)하다 처형된

후 홍술

해의 집에 못을 왔으므로 홍술해골 또는 못골이라고도 했었다.
가회동 91-171번지이며， 흥선대원군의 조카 완순군 이재완

완순궁(完順宮) 터
의 집터였다.

가회동 1-192번지이며， 고종 30년에 태어난 사학자이고

현상윤(玄相允) 집터

민족대표 48인중 한사람인 현상윤이 살던 곳이다.
가회동 177， 178번치이며， 영조와 문숙사이의 소생인

능성위궁(續城합宮) 터

화길옹주를 능서위 구민화(具敏和)에게 하가(下緣)시켜 왕의 사위인 부마(附魔)가
살던 곳이었다.

손병희(孫秉熙) 집터

，

가회동 170-12번지이며， 3.1운동기념터이다 구한말 천도

교의 지도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손병희 선생이 살던 곳이다.
박규수(朴珪壽) 집터
原， 1737

재동 83번지(헌법재판소내)이며， 연암(蘇嚴) 박지원(朴빠

1805)의 대를 이어 손자인 박규수(1807

1876)가 살던 곳이었고， 이완

용의 서형(府、兄)인 군부대신 이윤용(李允用)이 소유하기도 하였다.

풍양조씨(豊樓趙民) 집터

재동 83번지(헌법재판소내)이며， 한성부 판윤을

롯 병조， 이조， 공조판서를 역임한 조상경(趙尙網， 1681

마의 능자를 대마도에서 구입 재배한 조엄(趙嚴， 1719
寬， 1739

1808)， 조만영(趙萬永， 1776

成夏， 1845

비

1746)， 구황작물인 고구
1777) 이외에 조진관(趙鎭

1846)， 조병준(趙秉觀， 1814

?)， 조성하(趙

1881)， 조동면(趙東흉)까지 7대에 걸쳐 이조판서를 계속한 신정왕후

(神貞王텀) 조씨(趙民)의 친정 집터이었다.

산업은행관리 가
백인제(白嚴濟) 가

가회동 178번지이며， 서울시 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되었다.
가회동 93-1번지이며， 197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민속자

료 제22호로 지정되었다. 이왕가의 조카 한상룡이 압록강의 흑송(黑松)으로 지었으
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김창녕위궁(金昌寧합宮) 터

재동 5번지(한국병원터)이며， 순조의 둘째 딸 복

온공주(福溫公主)를 창녕위(昌寧댐) 김병주(金炳購)에게 하가(下緣)한 곳이다.
광혜원(廣惠院) 터

재동 83번지(헌법재판소내)이며， 이윤용의 집을 개조하여 광

혜원이라는 왕립병원을 세워 1885년 2월 29일에 개원한 곳이다. 월남(月南) 이상
재(李商在)가 살기도 하였다.

재동의 백송

천연기념물 제8호 재동 35번지 헌법재판소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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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국톰， 포I톰
감고당(感古堂) 터

‘

안국동 36번지이며， 덕성여중고 본관 서북쪽， 조선시대 제

19대 숙종이 인현왕후(仁顯王尼)의 친정을 위하여 지어준 집이 있던 곳이다.

안동별궁(安洞別宮) 터

안국동 17 2번지이며， 조선시대 초부터 왕실의 거처였

다가 마지막 황제 순종의 가례(嘉禮)처로 사용되던 궁이 있던 곳이다.

윤보선(尹뽑善) 가
장원서(掌짧暑) 터

안국동 8-1번지이며，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7호이다
화동 23번지이며， 조선시대 궁중의 원유와 화과(花果)에 관

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 있던 곳이다.

복정(福井) 터

화동 35번지에는 조선조 정도 이래 궁중에서 사용하던 복정(복지

물， 복주우물)이라는 우물터가 있었다.
화동 1번지 일대에 있던 병조에 예속된 임시관청이었던

화기도감(火器都藍) 터

화기도감이 있던 곳이다. 1614년(광해군 6년) 임진왜란 때 왜병의 조총에 대항하
는 화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조총청(鳥統廳)을 개편한 것으로， 청나라가 강성해
지자 이에 대비하여 총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했다.

성삼문(成三問) 집터
정신여학교

‘

화동 1번지이며，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현재의 풍문여고 자리이며， 고종 24년(1 887) 미국 북장로교 선교
’

사 A.J.엘레스가 설립한 근대적 사립여학교이다.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18841944)가 교사로 근무했던 곳이다.

김옥균(金玉험) 집터

화동 1번지(정독도서관 운동장 우측 건너편)， 갑신정변(甲

申政變)을 주도했던 김옥균이 살던 콧이다.

윤곤강(尹昆빼) 집터
이다. 시집으로

화동 l38-2번지이며， 시인 윤곤강(1911-1949)이 살던 곳
{만가(輪歌)}(1938)，

《대지(大地)}(1937 )，

@빙화(永華)}(194이，

{피리}(194 8)，

{동 물시집}(1939)，

(살어리)(1948) 둥이 있다.

시관폼， 소걱폼， 삼형톰
소격서 · 종 친 부 · 규장각 · 사간 원

‘

국군기무사사령부가 있는 자리이다. 1913년

에 일본군의 수도육군병원이 들어섰고， 192 8년 5월부터 해방전까지 경성의학전문
학교 부속의원으로 있다가 해방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2부속 병원으로 이용
되기도 하였다.

고종의 후궁 집터
빼

)
뼈뻐해

주

•

짧빼삐

사간원(司課院) 터

사간동 65번지이며，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간쟁(課譯)과 논

박(論默)을 담당한 관청이다.

규장각(奎章關) 터
삼청동， 소격동， 사간돔， 요택동， 화동

사간동 106번지

소격동 165번지이며， 정조ClE祖)가 즉위한 1776년 궐내(關內)

에 설치，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親筆)의 서화(書畵).고명(顧命).유교(遺敎).선
보(瓚讀 王世諸). 보감(寶鍵) 둥을 보관· 관리하던 곳이다.

소격서(昭格暑) 터

조선시대에 도교(道敎)의 보존과 도교 의식(嚴式)을 주관했

던 곳이다.

번사창(觀沙廠) 터

현 금융연수원 서북쪽에 위치， 1982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

화재 저151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조선 초기에 설치한 군기시(軍器촉)의 창고인
화약고 터라고 불렀다.
별창(別슐)이 있었던
Page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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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지적도의 필지 형태 및 지목을 보면 안국동， 재동， 화동， 원서동， 팔판동 등

궁궐에 가까운 지역과 율독로에 면한 남쪽 지역은 중소규모의 필지들이 불규칙한
가로망을 이루며

밀집되어있다. 그러나 가회동길과 계동길은 물길과 길을 따라서

좌우는 필지가 잘게 분화되어 있으나， 길에서 먼 안쪽 즉 능선 부분은 대형필지로
되어있다. 아직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채로 남겨져있던， 산에서 가까운 북
쪽 지역을 제외하고， 1912년 지적도에 대지로

분류되어있던 이 필지들까지가 한

옥주거지가 형성되어있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대가 낮은 편인 아래쪽 지
역과 길에 면한 중소규모 필지에는 중하급 관리나 중인계급들의 한옥이， 지대가 높
은 편인 위쪽과 길 안쪽에 위치한 대형필지에는 세력가들의 한옥이 자리잡고 있
었으리라 추정된다.
1921년 경성지도를 보면 그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독도서관 동쪽으

로는 가회동 93번지의 한상룡저(백인제가)와 그 북쪽으로 가회동 31번지의 민대
1912년
-지쩍섭
’”
효(l1li)
田

川
양
'*

1999녕
지혀성

북촌 필지형태 비교(1912년/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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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저(현재 가회동 31번지의 한옥밀집지역)가 표기되어있다 가회동길 서쪽의 가회
동 16， 17번지는 이재완저， 동쪽의 가회동 26번지는 한창수저(현재 가회동 11번지
일대의 한옥밀집지역)로 되어있다. 이 내용은 1917년 경성부 토지명세서의 소유주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대형필지와 그 이전까지는 대지로 분

류되지 않았던 임야지목의 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오천여평에 이르는 가
회동 31번지는 50평-80평 내외의 필지로 분할되었고(1930년대)， 이천칠백여평의
가회동 26번지(1935년경 건설) 역시 50평 내외의 중소형 필지들로 분할되었다.
1912년 지적도에 임야로 표기되어 있거나 1921년 경성지도에 구릉지로 표현되어
있던 현재의 삼청동 35번지 일대와 가회동 1번지(1931년 건설)， 계동 2번지 일대
는 대지로 전환되어 중소규모의 필지들로 정리되었다. 이 필지 위에 정세권(건양
사， 1919-1942)이나 김종량(경성목재점， 1932-1937)동의 주택경영회사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한옥주거지가 건설되었다.
개량한옥 또는 집장사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한옥들은 그 이전의 한옥과는 다
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는， 유리와 함석， 타일 퉁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
고 평면이 단순화되고 표준화되었다. 둘째， 우선 대규모로 건설된 후 분양되는 방
식으로 공급되었다. 셋째， 주거지와 한옥이 동시에 건설되면서， 전통적인 한옥이

1921년 지형도(북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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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인

도시조직과 만나면서 진화된 도시주택유형이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특

성에 주목하여 도시한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도시한옥 주거지는 해방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건설된다. 1962년
의 북촌 항공사진은 조선시대부터 한옥주거지의 연장선상에서， 안쪽의 대형 필지
를 포함하여 구릉지였던 지역까지 한옥들로 채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17년 중앙고등학교 모습

2000년 묵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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