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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길을 걷다 – 한양도성탐방 (2)남산길

조선의 한양과 대한민국의 서울, 도덕과 풍수(風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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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方色 흑 청 적 백 황
四神獸 북현무 좌청룡 남주작 우백호 왕(王)
五 常 지(智) 인(仁) 예(禮) 의(義) 신(信)
宮 闕 경복궁(주궁) 창덕궁/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宗廟 / 社稷
四大門 숙정문 흥인지문 숭례문 돈의문 (보신각)
四小門 창의문(자하문) 혜화문 광희문 소의문(소덕문)
內四山 백악산(북악산) 낙산(낙타산) 남산[木覓山] 인왕산

外四山 북한산(삼각산) 용마산-아차산 관악산 덕양산(행주산)

조산(祖山) [풍수지리설] 혈(穴)을 향하여 이어져 내려오는 우뚝우뚝 솟은 산봉우리. - 북한산

주산[主山] 마을, 집터, 무덤 등의 뒤쪽에 있는 산. - 북악산(백악산)

안산(案山) [민속]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 목멱산(남산)

조산(朝山) [풍수지리설] 신하들이 임금님 향해 조회(朝會)하여 서있듯이, 주산을 마주하고 있는 산 - 관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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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 : 장풍득수

(藏風得水)의 준말.

‘바람은 거두고 
물은 얻는다’는 뜻. 
배산임수(背山臨水) 

지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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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풍수이야기 

* 관악산(冠岳山)은 풍수설에 의하면 신하들이 정전에 모여 임금님 향해 조회(朝會)하여 서있듯이, 

주산(主山)인 백악산과 임금이 계신 경복궁을 조응하는 조산(朝山)에 해당된다. 관악산(632m)은 

가운데 ‘악’자가 들어가는 산으로 송악산, 운악산, 감악산, 화악산과 함께 ‘경기 5악’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국적으로도 설악산, 월악산, 치악산, 모악산 등과 같이 가운데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산

세가 크면서 바위가 많고 험하다. 관악이란 이름은 산의 모양이 마치 관처럼 생겼기에 붙여진 이

름으로 산봉우리의 모양이 불과 같아 풍수적으로 화산(火山)이 된다. 화산인 이 관악산을 마주 보

는 경복궁이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해 불(火)을 먹고살며, 물(水)을 다스린다는 해태(해치)를 

광화문 좌우에 배치했다고 한다. 

* 해태상과 숭례문 현판 : 관악산의 화기를 한강수가 차단해준다고는 하지만 역부족하여 수성(水

性)이 강한 물짐승인 해태상을 대궐문 앞에 관악산을 바라보게 하여 세웠다. 또 남대문의 현판을 '

숭례문(崇禮門)'이라고 하여 다른 문과 다르게 세로로 세웠는데 관악산의 화기를 화기로 제압한다

는 뜻이 담겨져 있다. 숭례문(崇禮門)에서 숭(崇)자는 불꽃이 위로 타오르는 듯한 모양이고, 례(禮)

는 오행으로 화(火)이며 방위로는 남쪽을 나타낸다. 즉 숭례(崇禮)는 불이 타오르는 풍수적 의미의 

문자가 된다. 글씨를 가로로 하면 불이 잘타지 않기 때문에 세로로 세워 불이 잘 타게 함으로서 

불은 불로 막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 청계천의 처음 이름은 개천이었다. '개천(開川)'이라는 말은 '내를 파내다'라는 의미로 태종은 즉

위 초인 1406년부터 1407년까지 자연 상태에 있었던 하천의 바닥을 쳐내서 넓히고, 양안에 둑을 

쌓는 등 몇 차례에 걸친 하천 정비 토목 공사의 이름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지금의 청계천을 가리

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이때의 개천공사가 주로 개천 본류에 대한 정비였다면, 세종은 지천(支

川)과 작은 세천(細川)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의 청계천 정비공사는 풍수학적으로

는 관악산의 화기를 한강수가 억누르고 광화문 앞의 해태상과 숭례문의 현판이 억누르고 있지만,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겨 숭례문과 광화문 사이의 하천을 정비하여 도성과 궁궐을 재화로부터 막

고자하는 염원이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우기의 홍수를 예방하고 도성안

의 생활하수를 흘러 보내 도성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하고자하는 실용적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제 대한민국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는 청계천은 

서울 시민 뿐 아니라 세계 시민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이 되었다.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서울성곽’ 복원과 ‘서울 둘레길’

* 내사산을 이은 도성의 전체 길이는 18.7킬로미터로, 서울 성곽길을 한나

절 모두 순성(巡城)하려면 10시간 정도 걸린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성

곽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북한산 둘레길과 외사산까지 연결되는 202킬로미터의 ‘서울 둘레길’이 

2014년까지 조성 중이다. 덕양산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있고 연결이 

어려워 서울 경계부인 봉산으로 조정했다. 산책하듯 걸으면 대략 90시간

이 소요되니 3~5일 정도 나누어서 트래킹하면 좋은 코스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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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과 N서울타워

장충단 터 비석

[남산 성곽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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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번호 있는 곳에서 다 같이 만납니다. 

① 장충단공원 정자 집합 : 추모 및 공원둘러보기, 신라호텔 뒤 성곽길 찾아가기 - ②성곽마루 

경관조망 정자 : 반얀트리클럽에서 국립극장 잘 찾아가기 - ③ 남산공원입구 : 나무계단길까지 잘 

찾아가기 - ④ 남산 팔각정 : 옛 국사당터와 봉수대 설명 - ⑤ 안중근의사기념관 : 참관 학습, 

김구 선생님 동상 - ⑥ 숭례문과 남대문시장, 회현역 해산  

 남산의 고유 이름, 목멱산(木覓山) 
 남산은 어느 고을이든 남쪽에 있다해서 붙여지는 일반명사이다. 한양의 내사

산 중 남주작에 해당하는 남산의 고유 이름은 목멱산이다. 조선의 태조 4년 

(1395) 북산인 북악산신을 진국백, 남산의 산신을 목멱대왕으로 봉작하여 국가

에서 제사를 받들게 하고 목멱대왕을 봉사하는 사당을 목멱신사라 하였다. 남

산 꼭대기에 자리한 목멱신사를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 하여 일명 

‘국사당’이라고도 하였다. 목멱산이란 이름은 산위에 목멱신사(국사당)가 있

었기 때문이다. 일제 때, 일본은 남산에 그들의 신사를 지으면서 국사당을 인

왕산으로 옮겨버렸다. 

①장충단(獎忠壇) 공원 : 장충단비와 수표교
남산 성곽길 탐방의 시작은 동대입구역에서부터이다. 바로 이 근처의 남산 동

쪽 기슭에는 아픈 역사의 현장, 장충단이 있다. 장충단은 을미사변(1895) 때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많은 병사들이 일본군에 대항하다 희생된 순국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1900년에 고종황제가 사당을 짓고 장충단 비석을 세워 매년 봄 

가을로 제사를 모신 곳이다. 그러나 일제는 1907년에 장충단 제향(祭享)을 폐

지하고, 창경궁에 벚꽃나무 등을 심고 동물원

으로 만들었듯이 이곳에 1920년에 벚꽃나무 수천그루를 심고 공원으로 개조하

였다. 여기를 오늘날까지 ‘장충단공원’이라 불렀다.

수표교 : 세종 2년(1420년_ 세운 다리로 처음 이름은 마전교였다. 세종23년

(1441년)에는 수심을 재는 수표(手票)를 설치한 후 수표교라는 이름이 붙여졌

다. 이 다리는 1959년 청계천을 복개할 때 이곳 장충단 공원으로 이전 설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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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은암동록(隱岩東麓)

백악산(북악산)에서 바라본 목멱산 : 정선의 

은암동록(隱岩東麓)
북악산 대은암(大隱岩, 백악에 숨어 있는 큰 바위)의 동쪽 산 기슭

(東麓)에서 한양을 내려다 보고 그린 그림이다. 경복궁은 허물어진 

담장이 무너진 신무문이 울창한 경복궁을 두르고 있다. 넓은 들판에

는 사각모양의 단은 공신회맹단(功臣會盟壇)으로, 공신들이 왕 앞에

서 충성을 맹세하고 맹세문에 서명을 하는 의식을 치루던 곳이다. 목

멱 정상에 큰 소나무가 뚜렷하고 우측으로 미끌어져 내려온 능선에 

숭례문이 마주하고 그 뒤로 불꽃 같은 관악이 서있다. 

④ 목멱산 봉수대 이야기
남산은 태종 6년 (1406) 12월부터 갑오개혁 때 까지 500년간 국방의 
중요한 통신수단인 5기의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의 봉수를 받
아 국경이나 해안의 이상 유무를 병조에 보고하였다. 지금은 1
기의 봉수대만 복원되어 있는데, 1기의 봉수대는 5개의 봉수가 
한 組로 각각 역할을 달리한다. 이곳 봉수대는 전국팔도 봉수
(烽燧)의 종착점으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정세를 알린다. 평시에는 1개의 봉수, 변란이 생겨 위급 정도에 
따라 2개에서부터 5개까지 올렸다. 현재의 봉수대는 1895년까지 
존속되었다가 1993년에 추정 복원한 것이다. 

⑤ 안중근의사 기념관
1970년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의 성금 등으로 서울 남산 현 

위치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을 건립 개관하게 되었으며, 세월이 흘

러 기념관이 노후 협소해짐에 따라 2004년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광복회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의 지시로 새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항일 독립 정신과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새겨볼 수 있는 역사 교육현장이다. 

500년 도읍의 한양 성곽길이 안중근 의사기념관 뒤와 백범광장에 새롭게 복원되어 꼭 들러 보야 할 곳이다. 

안중근기념관 내 백범광장과 새로 복원된 성곽길 백범광장을 내려오며 돌아본 가을남산 성곽길

⑥ 숭례문(崇禮門)
 <국보 제1호> 한양도성의 남대문이자 정문이
다. 1395년 짓기 시작하여 1398년 완공하였고, 
1400년대에 두차례 개축하였다. 1907년 교통불
편으로 좌우 성벽이 헐린 뒤에는 문화재로만 남
았다. 2008년 화재로 2층 문루가 전소되었다가 
작년 5월에 복구되면서 좌우 83m의 성벽을 연결
하였다. 
주변의 남대문 시장은 1897년 1월에 개장한 한
국 최초의 도시 상설시장이다. 조선 초에는 이
곳에 상평창이 있었는데, 17세기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 창고로 바뀌었다. 

주변관광지> 환구단, 덕수궁, 남산골한옥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