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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00년! 종묘와 사직, 6개의 궁궐,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 등 내사산과 4대문, 4소
문! 그야말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이며 동양철학의 백과사전입니
다. 특히 조선 한양도성 성곽은 ‘도덕과 오행의 풍수’에 의해 계획, 축조되었으며, 그 
보존가치로 보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강력한 후보입니다. 수많은 스토리
텔링을 지닌 한양도성 성곽길을 걸으며,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인문학 산책에 
나서 봅시다.  

인문학의 길을 걷다 – 한양도성탐방 (1)낙산길

1. 한양도성의 철학 : 오행∙오상과 사대문∙내사산

오행(五行) 오방 오방색 계절 사주신 오상(五常) 사대문 내사산

목(木) 동 청 춘(春) (좌)청룡 인(仁) 흥인지문 낙산

화(火) 남 적 하(夏) (남)주작 예(禮) 숭례문 목면산

토(土) 중앙 황 수확기 황조 신(信) 보신각 (경복궁)

금(金) 서 백 추(秋) (우)백호 의(義) 돈의문 인왕산

수(水) 북 흑 동(冬) (북)현무 지(智) 숙정문 북악산

2. 일정 : 봄(1학기) 2회와 가을(2학기) 2회 계 4회 – 교사동아리 주관과 행복학교 프로그램

회차 일시 주관 집합역 - 여정 - 1차 해산역
인문학현

장

보행
거리
(km)

탐방
보행
시간

1차

(동)

좌청

룡

4월 

19일

(토)

3S교사

동아리

(교직원)

3호선 안국역 2번출구(9시30분) - 와룡공원- 

서울과학고/경신고뒷담 - 혜화문(동소문) - 

좌청룡 낙산공원(이화장,이화마을) - 

흥인지문(동대문) - 동대문역사공원 – 광희문 

- 동대입구역

동대문

역사공원
5

3~4

시간

집합

8시 40분 고양시 원당역(3호선) 3층 승강장
또는, 9시 30분,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02마을버스 정류장 집합!! 버스타기
(=> 성균관대 후문하차 !! 출발!!!)

~ 와룡공원 집합

북악산에서 동대문으로 
내려가기.동대문시장에서 

점심먹고,
바쁜 분은 동대문역 

해산하고 우린 
동대문역사공원과 
광희문으로 갑니다.

2차

(남)

남주

작

5월

17일

(토)

행복

학교

(사제부)

동대입구역 5번출구 - 장충체육관 - 
신라호텔옆 성곽길 - 정자 - 반얀트리호텔 - 
국립중앙극장 - 남산공원 - N서울타워 - 

팔각정 - 국사당터  - 봉수대 - 
안중근의사기념관 - 백범광장 - 숭례문 - 

회현역

안중근의
사

기념관
4.6 4시간

집합

8시30분 고양시 원당역 3층 승강장 1번 
승차장 

9시 20분 3호선 동대입구역 5번 출구 앞 
장충단 체육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연접한 백범광장에는 

새로 복원된 성곽길은 참 
아름답습니다.



Cool! 교육 통신 (2014-09호) - 행신중 수석교사 황보근영 드림

- 2 -

3. 살아있는 역사교실 - 서울한양도성 성곽길 안내지도



- 3 -

4. 조선의 한양도성 風水*와 대한민국의 서울

덕

양

산

용

마

산

관악산

조산(朝山)

삼각산(북한산)

조산(祖山)

한강

청계천

案 山

主 山

창덕궁
창경궁

종 묘

경복궁

경희궁

사직단

숙정문

숭례문

돈의문

혜화문

광희문

소의문

창의문

덕수궁

[외사산 :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 / 내사산 : 북악산, 낙산, 목멱산, 인왕산]
* 조산(祖山) : 혈(穴)을 향하여 이어져 내려오는 우뚝우뚝 솟은 산봉우리. - 북한산
* 조산(朝山) : 신하들이 임금님 향해 조회(朝會)하여 서있듯이, 주산을 마주하고 있는 산 – 관악산 
* 주산(主山) : 마을, 집터, 무덤 등의 뒤쪽에 있는 산. - 북악산(백악산) : 북현무
* 안산(案山) :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 목멱산(남산) : 남주작
* 좌청룡(左靑龍) : 주산의 왼쪽에 있다는 뜻으로 ‘청룡’을 이르는 말 – 낙산
* 우백호(右白虎) : 주산의 오른쪽에 있다는 뜻으로 ‘백호’를 이르는 말 - 인왕산

흥인지문

左
靑
龍

右
白
虎

*풍수:‘장풍득수’의 준말
-장풍득수(藏風得水)
‘바람은 거두고 
   물은 얻는다’는 뜻.  
  배산임수(背山臨水)  
      지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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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문

흥인지문과 옹성

아이패드-Paper으로 그린 낙산성곽길

광희문

5. 좌청룡 낙산 – 타락산(駝駱山)의  이야기 
  한양도성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125m)은
내사산 중 가장 낮은 산이다. 오래전에는 ‘타락산’
또는 ‘낙타산’으로 불렸다. 수선전도에 타락산(駝
駱山)이란 이름이 나오고, 한경지략(漢京地略: 조
선시대 서울의 역사를 서술한 부지)산천조에도 산
의 형태가 낙타를 닮았다고 해서 다락산(駝駱山)
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낙타 낙(駱)’을
사용한 타락산(駝駱山)이 정식명칭이라고 생각됩
니다.

와룡공원에서 동쪽으로 북악산을 내려오면 도성
의 성곽은 지금의 경신고등학교 뒷담과 서울시장
공관 뒷담으로 사용되는 등 혜화문까지는 많이

유실되어 있다. 그러다가 혜화문에서 출발하여 낙산을 오르는 성곽은 비교적 잘 보
존되어 있고, 성 밖 삼선동의 주택들과 조화롭게 산책길이 정비되어 있다. 낙산을
오르며 북쪽으로 되돌아보면 한양도성의 외사산 중 조산에 해당하는 북한산이 보인
다. 낙산 구간은 봄꽃이 만발할 때,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도 좋지만, 더 친근
한 것은 포근한 여름 밤, 성벽을 비추는 조명과 서울의 야경을
즐기면서 가볍게 올라가는 것도 일품이다.

혜화문(동소문)
1396년 축조 당시의 이름은 홍화문이었지만, 후에 혜화문으로 고
쳤다. 사소문 중 동소문에 해당되지만 늘 닫혀있는 북대문(숙정
문)을 대신하여 한양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경원가도가 이 문으
로 통하게 되었으니, 사대문 못지않게 큰 기능을 하였다. 창의문
의 홍예 천장에 봉황이 그려져 있듯이, 혜화문 홍예 천장에도 모
든 날짐승의 우두머리격인 봉황이 그려져 있다. 이는 온갖 잡새
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란다. 본래의 위치인 동소문로 언덕에서
북쪽으로 올려져 복원되어 있다.

흥인지문(동대문)
인의예지, 4덕에서 동방에 해당하는 덕이 인(仁)
이다. 처음 축조되었을 당시에는 다른 사대문과
같이 세글자의 흥인문이었지만, 후에 ‘지(之)’자가
특별히 더해졌다. 낙산의 산세와 이곳 동쪽의 지
세(地勢)가 낮아 홍수가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
여 물의 신에 해당하는 ‘용(龍)’의 모습을 닮은
‘갈 지(之)’를 더하여 재
난을 예방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했다는 속

설이 전해진다. 흥인지
문의 또 다른 특징은 사대문 중 유일하게 옹성(甕城)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옹성이란 성 밖에서 성문이 보이지
않도록 성문을 에워싼 성을 말한다.

◆ 주변 관광지> 와룡공원, 심우당, 낙산공원, 이화장,
이화벽화마을, 오간수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광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