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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길을 걷다(3) - 한양도성탐방 인왕산길

  이번 주말,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은 행복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왕산 
역사탐방길에 나섭니다. 길에서 배우는 역사탐방 그리고 사제부(師弟父)의 행복동행으로 행
복[幸]과 믿음[信]이 자라나는 행신가족이 될 것입니다. 길 떠나기 전, 미리 읽고 갑시다.  

조선의 한양도성과 도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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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4대문 이름은 맹자의 사단(四端) 정신에서 가져왔다. 사단은 인간이 본래 가진 착한 마음이다.

  ◦ 동대문 – 인(仁):측은지심 – 흥인지문(興仁之門) : 갈 지(之)가 더해진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데..

  ◦ 서대문 – 의(義):수오지심 – 돈의문(敦義門) : 이 문은 불행히도 일제에 의해 허물어지고 없다.

  ◦ 남대문 – 예(禮):사양지심 – 숭례문(崇禮門) : 한양도성 정문. 국보 1호이지만 불에 타 복원했다.

  ◦ 북대문 – 지(智):시비지심 – 숙정문(肅靖門) : 이 북문의 이름만큼은 살짝 변화를 주었는데 그 이

유는 한양도성을 설계하고 이름을 지은 삼봉 정도전만 안다고 해야 할까? ‘정’은 꾀 라는데..

[오상] 훗날, 동중서(董仲舒)라는 학자는 맹자의 사덕(인의예지)에 신(信)을 더하여 오상(五常)이라 불

렀다. 오상은 사람이라면 항상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섯가지 도리로써 도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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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리움미술관)

[역사와 전설의 인왕산 성곽길]

탐방길 안내

경복궁역 5번출구-[도보10분]-①

[09:30분]청와대 사랑채 입구광장 

– 무궁화동산-[도보25분]-②

[10:00]창의문 집합-③윤동주문학

관[단체탐방]-청운공원-치마바위-

기차바위-④인왕산정상 [기념촬

영]-인왕산 곡성-선바위/국사당-

⑤편의점[구,옥경이식품/성곽이 

끊어진 곳, 같이 이동]-⑥월암공원

[홍난파가옥][1차해산]-서울시교육

청-⑦경교장[같이 탐방]-돈의문터 

[2차해산,행사종료] -서대문역(5호

선) 또는 정동길 역사탐방-덕수궁

돌담길-시청역(2호선)

각 번호 있는 곳에서는 꼭 
다 모여서 설명/탐방/같이 

이동해 주셔요.

만약 시간이 늦어지면, 
경복궁역 3번 출구 
–지선(초록)버스: 

7212,1020,7022,7018번 
타고 – 창의문 하차해서 

10시에 만나요 

①무궁화동산에서 보는 정선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은 정선의 인왕제색도이다. 제색이란 소낙비 온 뒤에 맑게 갠 모습이란 뜻

이다. 이 그림에는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서려 있다. 화가인 겸재 정선과 시인인 사천 이병연은 

인왕산 부근에서 평생의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세월이 흘러 사천이 쇠약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의 건강과 부활을 기도하듯이 생명력 넘치는 송림(松

林)에 둘러싸인 친구의 집을 그렸으며, 변치 않는 우정을 기

약하듯이 굳센 바위산을 그렸다. 겸재는 당시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사천이 죽기 나흘 전인, 1751년 윤달 5월 25

일[辛未閏月下浣)]에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정선

이 비갠 인왕산을 바라본 지점은 지금의 청와대 앞 무궁화동

산이나 청와대의 육상궁 쯤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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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문(북소문)

②창의문(彰義門, 북소문) 

  창의문은 한양 도성의 북소문에 해당하는 문으로 ‘올바른 것[義]을 드러내어 밝힌다[彰]’는 뜻이 

있다. 4소문 중 유일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수백 년간 사람의 발길에 길들여져 박석이 윤기

를 발하고 있다. 고양군, 양주군 방면으로 통하는 문으로, 이 곳 주변이 개경의 빼어난 경치를 자랑

하는 자하동과 비슷하다하여 '자하문(紫霞門)'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태종 16년(1416)에 이 길을 

통행하면 왕조에 불리하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문을 닫아 두었다

가, 중종 원년(1506)에 다시 열었다고 한다. 인조반정(1623)때는 

세검정에서 모의했던 반정군들이 이 문을 부수고 궁 안으로 들어

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앉혔다. 창의문의 서쪽 벽에

는 인조반정 때 공을 세운 공신들의 이름을 새긴 현판이 걸려있

다. 문루는 임진왜란 때 불타 소실되었다가 영조 때(1741)에 다시 

세웠다. 성문의 홍예 천장 그림은 봉황을 그렸지만 어쩐지 닭을 

닮았다. 창의문 밖의 지형이 지네와 같아서 그 천적인 닭 모양과 

같이 그렸다고 한다. 창의문 밖으로는 백사실 계곡[백석동천], 부

암동 산책길, 세검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③윤동주 문학관 이야기와 시인의 언덕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 정신을 찾아 공부할 수 있는 대단히 의미 

깊은 장소이며, 이번 행복학교 탐방에서 최고로 추천 드리는 곳이 바로 윤동주 문학관이다. 시인의 

시 ‘자화상’을 연상시키듯 콘크리트 골격만 앙상한 상수도 가압장 물탱크를 시인의 문학관으로 만들

었다. 시인은 대학시절 이 곳 가까이에서 하숙을 하였으며 이 인왕산 자락의 언덕에 올라 시상을 떠

올리며 별을 보며 시를 지었을 것 같다. 이곳을 찾기 전에 윤동주 시인의 시 한수 외우기와 아래의 

동영상은 꼭 보고 오도록 하자. 그리고 이곳에서 시인의 삶에 관한 영상을 꼭 보고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자.    동영상-출동VJ, 10분> http://www.youtube.com/watch?v=RA7VEEm5Ncs

④우백호 인왕산(仁王山)과 금강역사 이야기

  좌우의 조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조형미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석굴암의 금

강역사상이다. 인왕(仁王)이 바로 금강역사(金剛力士)로

서, 석가모니불의 수호신이다. 

 인왕산(338m)은 본시 서산(西山)으로 불렸지만, 세종

의 내불당(內佛堂)과 인왕사와 금강굴이 있어 인왕산으

로 불려 지게 된 것이다. 산 전체에 화강암으로 된 암

반이 노출되어 있으며, ‘선(禪)바위’와 같은 기묘한 형

상의 바위들이 곳곳에 솟아 있어 조선시대부터 명산으

로 알려져 왔다.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의 역사와 전설이 

전해지는 스토리텔링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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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

중종반정 이후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는 치마바위

슬픈 왕비의 치마바위 이야기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 서쪽에 있는 넓고 평평하게 생긴 

바위로, 중종의 첫 번째 왕비인 단경왕후와 관련된 전설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즉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진성대군(晋城大

君)이 중종이 되자 그 부인 신씨(愼氏)는 친정아버지 신수근

(愼守勤)이 반정 때 피살되었는데 반정을 주도해온 박원종(朴

元宗) 등이 죄인의 딸은 왕비가 될 수 없다하며 반대하자 인

왕산 아래 사직골 옛 거처로 쫓겨나 살게 되었다. 중종은 부

인을 잊을 수 없어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 기슭을 바라보곤 

하였으며, 신씨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종을 시켜 자기가 입던 붉은 치마를 경회루가 보이는 이 바위

에 걸쳐 놓음으로써 간절한 뜻을 보였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이 바위를 치마바위라 불렀다. 또 

중종이 사직단에 나올 때에는 언제나 말죽을 쑤어 주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옥인동에 있는 인왕산 

중턱 병풍바위 앞에 우뚝 솟은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한양도성 성곽의 장쾌한 모습

선바위과 국사당

 인왕산 국사당(중요민속문화재 제28호)은 조선의 태조가 한양으로 도

읍을 정하고 한양을 수호하는 신당(神堂)으로 세웠다. 조선후기에는 

무속신앙의 굿당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남산에 조선신궁(朝

鮮神宮)을 지으면서 신궁보다 높은 남산 정상(현재 팔각정 위치)에 있

는 국사당을 못마땅하게 여겨 철거해 이곳으로 쫓아냈다.  

  국사당을 지나 5분 정도 더 오르면 우뚝 서 있는 두 바위를 만날 

수 있다. 군데군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모습이 매우 독특한데 기괴하

게 생긴 그 바위 구멍 사이로 새들이 많이 앉았다 간다. 바위의 모양

이 스님이 장삼을 입고 참선하는 것 같다 해서 ‘선(禪)’ 자를 따서 ‘선

바위(禪巖)’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 다른 전설에는 금동이와 금순이 

두 남매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서 있다고 해서 ‘선 바위’라고 하며 

‘남매바위’라고도 한다고 전해진다.  

◆ 주변 역사탐방 장소> 황학정, 사직단,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⑥월암공원, 홍난파가옥, 

⑦경교장, 돈의문 터,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옛러시아공사관터, 정동교회, 배재학당터, 

소의문터, 덕수궁 [미리보기 : http://munchon.tistory.com/418 - 419 [황보근영 블로그 : 문촌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