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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벽(李檗)의 서울 수표교 근처 집터는 그가 한국에서 최초로 천주교를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여 그 실천의 길을 연 곳이고, 이승훈이 북경에서 들여온 천
주교 서적들을 그가 전해 받아 깊이 연구하여 신앙 실천에 필요한 내용들을 비로
소 두루 알게 된 곳이다. 아울러 그곳은 한국에서 최초로 이벽이 천주교를 전파하
기 시작한 곳이고, 그가 천주교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막으려는 유학자들과 토론
을 벌여 승리를 거뒀던 곳이며, 그가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베풀어 신앙공동체
를 탄생시켜 한국천주교회를 창설했던 곳이다. 이렇게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 일반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벽의 수표교 집터
는 여러 문헌과 고지도들을 통해서 고증해 볼 때 청계천 남쪽의 남부 훈도방의 수
표교동에 있었다. 이 수표교동은 수표교에서 영희전(永禧殿)으로 나 있는 수표교
길 양편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수표교동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수표교와 관수교
의 중간지대인 오늘날 수표동과 입정동의 경계이고, 서쪽으로는 수표교와 장통교
의 중간지대인 오늘날 수표동과 장교동의 경계이며,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을지로
의 중간지점까지였을 것으로 대략 짐작된다. 이 수표교동 가운데에서도 이벽이
살던 집터는 당시 사람이 살기에 더 유리하고 독서하기에도 더 적합한 수표교길
서쪽의 서남쪽 끝자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본 논문은 2013년 11월 22일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위원회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
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seojong21@hanmail.net)

이벽의 수표교 집터에 대한 연구

377

주제어 : 이벽, 이벽의 집터, 수표교, 수표교동, 이벽의 수표교 집터

1. 머리말
성호학파(星湖學派)의 비조인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서양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문하의 제자들에게 이를
탐구하도록 적극 계몽하였다. 그러나 신후담(愼後聃)․안정복(安鼎福) 등 그
의 제자들이 천주교를 잇달아 비판하며 이단으로 규정함에 따라, 성호학파 내
에서의 천주교에 대한 논의는 점차 위축되어 갔다. 이렇게 성호학파 내에서
점점 사그라져 가던 천주교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살려 내 다시 활활 타오르
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이벽(李蘗, 요한 세례자)이었다.1)
천주교를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인 이벽은 서울 수표교(水標橋)에
살면서 신앙 실천을 도모한 끝에 마침내 1784년(정조 8) 겨울 서울에서 신앙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되고, 이어 천주교가 여러 지방으로 널리 전파되어 나
갔다. 그러므로 당시 이벽이 살면서 활동했던 서울 수표교 집터는 한국천주
교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 일반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벽의 서울 수표교 집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벽의 수표교 집터에 대해 특별히 주목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벽이 살았던 서울 수표교 집터가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사 일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이벽이 살았던 서울 수표교 집터의 위치를 문헌 자료와 고지도를 이용하여 체
계적으로 논증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최근에 시복시성 대상자로 선정
된 이벽 선조를 올바로 현양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 서종태, ｢이벽의 서학 탐구와 서울 거처 및 천주교 수용 시기｣, 이벽, 새벽을 열다(2015년 9월 24
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50~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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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벽의 수표교 집터와 한국천주교회
이벽은 경기도 포천 화현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러한 사실은 포천 화현
리에 그의 부친 이부만(李溥萬)부터 그의 증손 대까지 4대의 묘가 들어선 선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부만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 온 집터가 아울
러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2) 뒤에 이벽은 다시 거처를 서울로 옮겨,
1778년 당시 저동에 살면서 북학파인 이덕무․박제가 등과 어울려 지내면서
서학(西學), 그 중에서도 서양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그러던 중
1783년 무렵에 천주교를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인 이벽은 거처를 다시
수표교로 옮겼다.3) 그런 다음 이벽은 수표교의 새 거처에서 천주교 신앙의 실
천을 도모하여 1794년 겨울에 한국천주교회를 창설했다. 그러므로 이벽의 수
표교 집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 역사적 의미
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벽의 수표교 집터는 한국에서 최초로 천주교를 학문이 아닌 신앙으
로 받아들인 그가 이승훈을 통하여 북경에서 들여온 천주교 서적들을 그와 깊
이 연구하여 신앙 실천에 필요한 내용들을 비로소 두루 터득하게 된 곳이다.
1783년 겨울 당시 동료들 몰래 천주교 서적을 읽고 있던 이벽은 천주교를 학
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로서 믿고자 하였으나 당시 국내에 반입된 천주교 서
적들은 초보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아 천주교를 자세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
었다. 그런데 이벽은 1783년 겨울에 동문인 이승훈(李承薰, 베드로)이 서장관
(書狀官)인 아버지 이동욱(李東郁)을 따라 북경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이승훈이 수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이벽은 그를
통해 천주교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구해볼 요량으로 그에게 자신이 천주교 서
적을 비밀리에 읽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은밀히 부탁하기를, “북경에는
천주당이 있고, 그 안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있으니, 자네가 가서 찾아보고 믿
음에 필요한 경전[信經] 한 부만 달라고 하며 세례 받기를 청하면, 선교사들이
자네를 크게 사랑하여 신기한 물건과 노리개를 많이 얻을 것이니, 반드시 그
2) 서종태, ｢광암(曠庵) 이벽과 포천지역 천주교｣(2012년 천주교 춘천교구 강원 교회사연구소 제2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9~18쪽.
3) 서종태, 앞의 논문(2015), 4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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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돌아오지는 말게.”라고 하였다.4)
이승훈 또한 본래 관심을 두고 있던 수학에 관한 서양 서적들을 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서 이벽이 부탁한 대로 북경에 도착한 뒤 북당을
찾아가 그라몽(J. J. de Grammont, 梁棟材) 신부에게 교리를 배우고 1784년
초에 베드로란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다.5) 그런 다음 선교사들에게서 신앙생
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천주교 서적들과 십자고상․상본 등의 성물 및 기
하원본(幾何原本)·수리정온(數理精蘊) 등의 과학서적들과 시원경(視遠
鏡)․지평표(地平表) 등의 과학기기들을 얻어 가지고6) 1784년 3월 말에 귀국
하였다.7)
이승훈은 북경의 천주당에서 영세하고서 서양 선교사들에게 받아 가지고
온 천주교 서적들과 십자고상과 상본을 이벽에게 보내주었다. 이때 이벽이 받
은 천주교 서적들은 종교 진리에 대한 것, 미신에 대한 반박서, 칠성사의 해설
서, 교리문답, 복음서의 주해, 그날그날의 성인 행적, 기도서 등이었다.8) 이벽
은 이 책들을 깊이 연구하여 신앙 실천에 필요한 내용들을 비로소 두루 알게
되었는데, 다블뤼(M. N. A. Daveluy, 安敦伊) 주교의 기록에 의하면, 이벽은
1784년 봄에 이승훈이 들여온 책들을 받자마자 집 한 채를 빌리고 거기에 틀
어박혀 그 책들의 연구에 전념하였다.9) 그리고 황사영은 ｢백서｣에서 “이승훈
이 집에 돌아오자 이벽 등과 함께 전심전력으로 그 책을 읽어 보고 비로소 진
리를 터득하였다.”10)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블뤼 주교와 황사영의 기록으로
볼 때, 이벽은 1784년 봄에 이승훈이 들여온 책들을 받자마자 수표교에 있는
집 한 채를 빌려 거처를 저동에서 수표교로 옮긴 뒤, 그 집에 틀어박혀 이승훈
등과 함께 그 책들을 읽으며 깊이 연구하여 비로소 신앙 실천에 필요한 내용
들을 두루 터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黃嗣永, ｢帛書｣ 43~44행.
5) 최석우, ｢한국 교회의 창설과 초창기 이승훈의 교회 활동｣, 교회사 연구 8, 1992, 10~12쪽.
6) 주교회의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자료집
제1집,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 11~17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41쪽; 
국역 정조실록 15년(1791) 11월 8일.
7) 임금이 귀국한 동지 정사 黃仁點과 부사 柳義養을 1784년 3월 24일 소견하였고, 서장관 李東郁을 3
월 29일 소견하였다(국역 정조실록 8년 3월 24․29일).
8) 안흥렬․최석우 역주(샤를르 달레 저),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p.307.
9) 주교회의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 앞의 책, 41쪽.
10) 황사영, ｢백서｣ 4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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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벽의 수표교 집터는 한국에서 최초로 천주교를 널리 전파하기 시작
한 곳이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승훈이 북경에서 들여온 책들을 통해
신앙 실천에 필요한 내용들을 두루 알게 된 이벽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내
용을 이승훈과 함께 전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정약전(丁若銓)과 정
약용(丁若鏞, 요한 사도) 형제였다. 이벽은 1784년 4월 15일 정약현의 아내였
던 누이의 제사를 지내고 마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배안에서 정약전과 정약
용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11) 그리고 지식과 품행이 뛰어난 중인 친구들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역관 김범우(金範禹, 토마스), 의원 최창현(崔昌
顯, 요한), 역관 최인길(崔仁吉, 마티아), 의원 김종교(金宗敎, 프란치스코) 등
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다.12) 이어 1784년 9월에는 양근(楊根)의 감호(鑑湖)
에 살고 있던 스승 권철신(權哲身, 암브로시오)과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형제를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였다.13)
셋째, 이벽의 수표교 집터는 천주교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막으려는 유학자
들과 이벽이 토론을 벌여 승리를 거뒀던 곳이다. 성호학파의 소장학자들을 대
표하는 한 사람인 이가환(李家煥)은 이벽 등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꾸짖기를, “나도 서양 서적 몇 권을 보았는데, 기이한 글과 책에 지나지
않아, 단지 나의 식견을 넓힐 수 있을 뿐이니, 어찌 몸을 편안히 하고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14) 그런 다음 이벽과 토론할 날짜를 정하여,
많은 친구들과 구경꾼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벽의 수표교 집에서 사흘 동안이
나 토론을 벌였는데, 이벽이 이가환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이가환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15) 이어서 성호학파의 소장학자들을 대표하는 또 한 사
람인 이기양(李基讓)이 천주교 신앙이 자꾸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를
저지하고자 이벽과 그의 수표교 집에서 토론을 벌였는데, 이벽은 천지의 근
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의 아름다운 질서, 우주 간에 사행(四行)의
11) 주교회의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 앞의 책,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권15, 선중씨묘지명｣,
71쪽.
12) 주교회의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 앞의 책,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 11~17쪽｣,
43쪽.
13) 주교회의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 앞의 책,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권15, 녹암권철신묘
지명｣, 69쪽.
14) 황사영, ｢백서｣ 48행.
15) 주교회의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 앞의 책,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 11~17쪽｣,
45~49쪽; 및 황사영, ｢백서｣ 4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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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및 섭리의 여러 근거들을 전개하였고, 또 여러 가지 기능과 함께 인간 영
혼의 교리, 현세에서의 각자의 행실과 후세에서의 상벌의 놀라운 이치를 설명
하였다. 그러자 이기양은 토론을 지탱할 수 없어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16)
넷째, 이벽의 수표교 집터는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베풀고 신앙 집회를
가졌던 곳이다. 이벽은 이승훈과 의논하여 책에서 본 내용과 이승훈이 북경에
서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1784년 겨울에 이벽의 수표교 집에서 첫 번째 세례
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이벽․정약용․정약전․권일신 등이 이승훈에게 세
례를 받음으로써 한국천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얼마 뒤에는 김범우․최
창현․이존창(李存昌, 루도비코 곤자가),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홍
낙민(洪樂敏, 루가) 등도 이벽의 수표교 집에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리고 당연히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신앙 집회도 이벽의 수표교 집에서 가졌
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점차 많아지자 얼마 뒤에 집회의 장소를 명
례방 장악원 앞에 위치한 김범우의 집으로 옮겼다.

17)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

의 의심을 받지 않고 신앙 집회를 가지기에 명례방의 김범우 집이 수표교의
이벽의 집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3. 이벽의 수표교 집터에 대한 문헌 고증
앞 절에서 알아보았듯이, 이벽의 살았던 서울 수표교의 집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터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그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벽 집터의 구체적인 위치를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규명하여 보기로 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모두 이벽의 서울 집이 ‘수표교’에 또는 ‘수표교 근처’에
있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벽이 살았던 당시에 수표교의 남쪽과 북쪽에
모두 집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왕의 연구에서는 수표교의 북쪽과 남쪽 가운데

16) 주교회의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 앞의 책,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 11~17쪽｣,
49~51쪽
17) 주교회의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이벽 요
한 세례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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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예전에 수표교가 있던 자리에 가 보면, 이벽의 집터를 표시한 조그
만 표지석이 청계천 북쪽 도로가의 준천사 터 표지석 옆에 세워져 있다. 이 표
지석이 세워져 있는 위치로 보면, 이벽의 집터는 청계천 북쪽에 있었다고 생
각하기 쉽다.
그러나 명동성당의 광암회 회원들은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이벽의
집터는 청계천 남쪽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표지석의 위치가 잘못되었다
고 문제를 제기하였다.18) 아울러 최근에 원종현 신부도 구두로 이벽의 집터는
청계천 남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필자에게 일러 주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벽의 서울 집터를 구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살펴
보면, 우선 정약용이 지은 이가환 묘지명과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에서
인용한 다음의 내용들이 참고가 된다.
① 지난 건륭(청 고종의 연호) 갑진년(1784) 겨울에 사망한 벗 이벽이 수표교
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천주교를 널리 전파할 때, 공이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지난
날 천주실의(天主實義)와 칠극(七克)의 책을 보니, 그 내용이 비록 좋은 가르
침이기는 하나 정학(正學)은 아니었는데, 이벽이 이 서교로 우리 오(道)를 변역시
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고, 드디어 수표교로 가서 이벽을 꾸짖
었다. 그러나 이벽이 능란한 말솜씨로 서양의 천주교를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철벽처럼 고수하므로, 공은 말로 다툴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발을 끊고 가지 않았
다.19)
②건륭 계묘년(1793) 봄, 나는 경의시로 태학에 올랐는데, 그 이듬해 갑진년
(1784) 여름에 성상께서 중용에 관한 질문 70조를 내리어, 태학생으로 하여금 조
목별로 답변을 하게 하였었다. 지금은 죽었지만 그 당시 벗 광암 이벽이 수표교에
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이벽의 나이 31세).20)

위의 자료 중 ①은 정약용이 지은 이가환의 묘지에서 인용한 것이고, ②는
정약용이 1783년 여름에 이벽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글을 1793년에 보완한

18) http://cafe.naver.com/mdkwangam에 2012년 3월 5일 올린 글.
19) 박석무 역주(정약용 저), 다산산문선 , ｢정헌 이가환 묘지명｣, 창작과비평사, 1985, 120쪽.
20) 전주대호남학연구소 역(정약용 저), 국역 여유당전서 경집1(대학․중용), ｢중용강의보｣, 전주
대학교 출판부, 1986,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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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들 자료에서 보아 알 수 있
듯이, 정약용은 이가환 묘지명에서 1784년 겨울에 이벽이 수표교에서 처음으
로 천주교를 널리 전파하자 이가환이 이 소식을 듣고 수표교로 가서 이벽을
꾸짖었다고 언급했고, 아울러 중용강의보에서 1784년 여름에 이벽이 수표
교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두 건이 이벽이 살았던 서울 집터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 자료의 전부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모두 이벽이 살던 서울의 집이 ‘수표교’에 또는 ‘수표교 근처’에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여기서 이벽이 처음으로 천주교를 널리 전파한 ‘수표교’나 이가환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이벽을 꾸짖었던 ‘수표교’, 그리고 이벽이 독서를 하고 있
던 ‘수표교’는 ‘수표교에 있는 이벽의 집’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벽이 살던 곳을 지칭할 때 사용한 수표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
었을까 궁금하다. 우선 수표교는 한국지명총람 1권에 의하면 수표동 43번
지와 종로구 관수동 152번지 사이의 청계천에 있던 다리이다.21) 그런데 한
국지명총람 1권에 보면, ‘모전다리’는 무교동 3번지 북쪽에 있는 다리인 모교
(毛橋)를 뜻하기도 하고, 무교동과 다방골에 걸쳐 있는 마을인 모교동(毛橋洞)
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였고,22) 또한 ‘수각다리’는 남대문로 4가 1번지 북쪽에
있는 수각교(水閣橋)(일명 수교(水橋)라고도 함)를 뜻하기도 하고, 남대문로 3
가와 4가에 걸쳐 있는 마을인 수교동(水橋洞 )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였다.23)
김정호(金正浩)가 1825년(순조 25)경에 제작한 ｢수선전도(首善全圖)｣(국립중
앙도서관 소장)에 보면, 모전다리나 수각다리와 같이 동(洞 마을)의 의미를 겸
하고 있는 지형지물들, 예컨대 장통교(長通橋)․혜민서(惠民署)․장악원(掌
樂院)․종현(鍾峴)․태평관(太平館)․저경궁(儲慶宮)․남학(南學) 등에 동
이 생략된 채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수표교’도 수표동과 관
수동을 잇는 다리인 ‘수표교’를 뜻하기도 하고, 아울러 수표교가 있는 마을인
‘수표교동’을 뜻하기도 하였다고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이벽이 살던 곳을 지
칭할 때 사용한 ‘수표교’는 수표동과 관수동을 잇는 다리인 ‘수표교’가 아니라
수표교가 있는 마을인 ‘수표교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1) 한글학회 편, 한국지명총람 1(서울편), 한글학회, 1966, 264쪽.
22) 위의 책, 261쪽.
23) 위의 책,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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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지명총람 1권의 ‘수표동[수표교동]’ 항목에 보면,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에 따라 이전 남부(南部)의 훈도방(薰陶坊)의 혜민동(惠民洞)․
묵정동(墨井洞)․수표교동(水標橋洞)․죽동(竹洞)․시동(詩洞)․갑동(甲洞)
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청계천의 수위를 재는 수표의 이름을 따서 수표정(水
標町)이라 하였다가, 1946년 10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수표동으로
고쳤다고 하였다.24)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1914년 이전에 남부의 훈도방에
수표교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벽이 살았던 서울의 집터
는 청계천 남쪽 남부의 훈도방 수표교동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표교동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洞)은 조선후기에 한성부(漢城府)의 오부
(五部) 아래의 행정조직인 방(坊) 소속의 자연촌을 중심으로 설정된 지역의
구분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동네를 지칭할 때 편의적으로 붙였던 용어이
다.25)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한경식략(漢京識略), 그리고 여러 서울의 고지도 등을 참고하여 255
개의 고유 동명이 확인되었다.26) 그러나 아쉽게도 확인된 255개의 고유 동명
가운데에는 수표교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모든 고유 동명이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 미확인된 고유 동명들 중에 수표교동이 들어 있을 가능
성이 있다.
그런데 수표교동의 이름은 관찬사서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분
명히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의 영조 때 기사에 보면, “임금의 거둥 행
차가 수표교동 입구에 도착했다.[行到水標橋洞口]”라고 한 구절이 있다.27) 여
기서 말한 ‘수표교동’은 한국지명총람 1권에 나오는 ‘수표교동’을 가리킴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1784년 당시 청계천의 남쪽 남부의 훈도방에 수표교동
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수표교동’ 외에도 여러 관찬기록과 고지도에 ‘수표동
변계(水標東邊契)’, ‘수표교남변계(水標橋南邊契)’, ‘수표교계(水標橋契)’ 등이

24) 위의 책, 264쪽.
25) 이상태, ｢고지도를 이용한 18-19세기 서울 모습의 재현｣, 서울학 연구 11, 1998, 149~153쪽; 고
동환, ｢조선후기 한성부 행정편제의 변화 -坊․里․洞․契의 변동을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11, 1998, 60~66쪽.
26) 고동환, 앞의 논문, 61~63쪽.
27) 승정원일기 1754년(영조30)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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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그러므로 이처럼 수표교와 관련된 여러 계들과 이벽의 생가 터와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표교 관련 여러 계들의 자료를 정리한 <표 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수
표동변계’는 승정원일기의 숙종 때 기사에는 ‘중부(中部) 관내 수표동변계’
로 나오고,28) 1751년(영조27)에 간행한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 ｢도
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 일성록(日省錄) 1783년(정조7)
11월 12일 자 기사, 승정원일기 1783년(정조7) 11월 12일 자 기사, 일성
록 1788년(정조12) 10월 1일 자 기사, 일성록 1795년(정조19) 6월 17일 자
기사, 19세기 초기에 제작된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에는 ‘중부 장통방(長
通坊) 수표동변계’로 나온다. ‘중부 구역 안 수표동계’로 나오는 승정원일기
1698년(숙종24) 2월 6일 자 기사 외에는 모두 ‘중부 장통방 수표동변계’로 나
오는 것으로 보아, ‘수표동변계’는 중부의 장통방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표남변계’는 승정원일기 1811년(순조11) 11월 20일 자 기사
에는 ‘중부 수표교남변계’로 나오고, 일성록 1811년 11월 20일 자 기사에는
‘중부 수표교계’로 나온다. 그런데 이 두 자료는 동일한 사안에 관한 기사이다.
그러므로 ‘중부 수표교계’는 ‘중부 수표교남변계’를 줄여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표교남변계’는 어느 방에 속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역시 중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표교계’는 국상(國喪) 때 이를 담당한 원역(員役)의 성명과
소속 계(契)를 적은 책인 국상시원역등성책정식(國喪時員役等成冊定式)
1863년(철종4) 5월 1일 자에는 ‘남부(南部) 수표교 화평방계(水標橋化平坊契)’
로 나오고, 같은 책 1863년 12월 8일 자에는 ‘남부 수표계(水標契)’로 나온다.
그런데 이 두 자료는 ‘이경화(李景化)’라는 동일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다. 그
러므로 12월 8일 자 기록에 나오는 ‘남부 수표계’는 5월 1일 자 기록에 나오는
‘남부 수표교 화평방계’를 줄여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1>에
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당시 계를 표기할 때, 소속 부 – 계 – 방의 순서로 기
록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부 - 방 - 계의 순서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
식이었던 점으로 볼 때, ‘남부 수표교 화평방계’는 ‘남부 화평방 수표교계’, 즉

28) 승정원일기 1698년(숙종24)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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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의 화평방에 속한 수표교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평방은 지금
까지 알려진 남부 소속 방의 명단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남부에 속한다는 것
외에는 그 실상을 잘 알 수 없다.
<표 1> 수표교 관련 여러 계
번
전거
호
1 承政院日記
御製守城綸音 ｢都城三軍門分界總錄｣
2
(규장각 소장)
日省錄
3
承政院日記

시기

내용

1698년(숙종24). 2월 6일

中部字內 水標東邊契

1751년(영조27)

中部 長通坊 水標東邊契

1783년(정조7) 11월 12일

中部 長通坊 水標東邊契

1783년(정조7) 11월 12일

中部 長通坊 水標東邊契

4 日省錄

1788년 10월 1일

中部 長通坊 31契 水標東邊契

5 日省錄
6 ｢漢陽都城圖｣(호암미술관 소장)
承政院日記
7
日省錄
8 國喪時員役等成冊定式(규장각 소장)
9 國喪時員役等成冊定式(규장각 소장)

1795년 6월 17일
19세기 초
1811년 11월 20일
1811년 11월 20일
1863년(철종14) 5월 1일
1863년(철종14) 12월 8일

中部 長通坊 水標東邊契
中部 長通坊 水標東邊契
中部 水標橋南邊契
中部 水標橋契 路傍
李景化 南部水標橋化平坊契
李景化 南部水標契

이와 같이 여러 관찬기록과 고지도에 나오는 ‘중부 장통방 수표동변계’, ‘중
부 수표교남변계’, ‘남부 화평방 수표교계’ 등에 대해, 나각순은 중부의 장통방
수표동변계를 수표동에 있었다고 이해하고, 남부의 묵정동계(墨井洞契)와 이
현계(泥峴契)도 수표동에 있었다고 보아, 마치 수표동이 청계천의 남쪽과 북
쪽에 걸쳐 있었던 것처럼 이해하였다. 그리고 방상근은 수표교 관련 여러 계
들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표교동은 1833년 이전에는 중부에 속하여 청계천
남쪽과 북쪽이 다 그 범위에 포함되었다가, 그 뒤 1863년 이전 어느 때 행정구
역이 개편되어, 청계천 북쪽은 장통방, 남쪽은 훈도방이 되고, 수표교 남쪽만
수표교동으로 훈도방에 속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벽의 생가가 청계천
남쪽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지만, 기록상 청계천 북쪽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9)
그러나 이러한 나각순의 견해나 방상근의 주장은 여러 서울의 고지도를 면
밀히 살펴볼 때 따르기가 어렵다. 이찬·양보경이 편찬한 서울의 옛 지도

29) 방상근, ｢｢이벽의 수표교 집터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세례자 요한, 이벽의 삶과 믿음
(2013년 11월 22일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4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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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연구소, 1995)에 수록된 서울의 고지도들의 내용을 정리한 <표 2>에
서 보아 알 수 있듯이, 1788년(정조12)경에 제작된 도판 16의 ｢도성도(都城
圖)｣에서 중부의 장통방에 속한 계를 모두 청계천 북쪽에, 남부 훈도방에 속
한 계를 모두 청계천 남쪽에 표시하여 중부와 남부 및 장통방과 훈도방을 청
계천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 말기에 제작된 도판 20의 ｢성시전도
(城市全圖)｣에서도 중부를 황색으로 구분하여 청계천을 기준으로 중부와 남
부 및 장통방과 훈도방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초기에 제작된 도판 9의 ｢도성도(都城圖)｣와 도판 19의 ｢한양
도성도(漢陽都城圖)｣에서 중부를 황색으로 구분하거나 5부를 빨간 점선으로
구분하여 청계천을 기준으로 중부와 남부 및 장통방과 훈도방을 구분하고 있
다. 그리고 1834년(순조34)경에 제작된 도판 51의 ｢도성전도(都城全圖)｣에서
도 5부를 검은 점선으로 구분하여 청계천을 기준으로 중부와 남부 및 장통방
과 훈도방을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1903년에 제작된 도판 68의 ｢한국경성전도(韓國京城全圖)｣와 1907
년에 제작한 도판 70의 ｢최신경성전도(最新京城全圖)｣에서도 5서(5부를 개칭
한 것)와 방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데, 청계천을 기준으로 중부와 남부 및 장
통방과 훈도방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1907년에 도쿠나가 이사미(德永勳
美)가 저술한 한국총람(韓國總攬)(博文館 ) 속의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에서도 조선시대 한성부 방의 구획을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청계천을 기준으
로 중부와 남부 및 장통방과 훈도방을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88년경에 제작된 도판 16의 ｢도성도｣, 18세
기 말기에 제작된 도판 20의 ｢성시전도｣, 19세기 초기에 제작된 도판 9의 ｢도
성도｣와 도판 19의 ｢한양도성도｣, 1834년경에 제작된 도판 51의 ｢도성전도｣,
1903년에 제작된 도판 68의 ｢한국경성전도｣, 1907년에 제작된 도판 70의 ｢최
신경성전도｣, 1908년 저술된 한국총람 속의 ｢경성시가도｣에서 한결같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중부와 남부 및 장통방과 훈도방을 구분하고 있다.30) 그러
므로 대부분의 도판에서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한 것과 달리 도판 52 ｢도성전도(都城全圖)｣, 도판 53의 ｢도성도(都城圖)｣, 도
30) 이상태, 앞의 논문, 159~186쪽에서도 중부와 남부 및 장통방과 훈도방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구분
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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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55의 ｢도성도(都城圖)｣, 도판 57의 ｢도성도(都城圖)｣, 도판 61의 ｢경성부
근지도(京城附近之圖)｣, 도판 63의 ｢경성(京城)｣, 도판 66의 ｢한양경성도(漢
陽京城圖)｣, 도판 67 ｢경성(京城)｣에서 장통방과 훈도방을 모두 청계천 남쪽
에 표시한 것은 장통방이 청계천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지도가
작아서31) 청계천 북쪽의 해당하는 자리에 그 이름을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이렇게 볼 때 중부의 장통방 수표동
변계를 수표동에 있었다고 이해하고, 남부의 묵정동계(墨井洞契)와 이현계
(泥峴契)도 수표동에 있었다고 보아, 마치 수표동이 청계천의 남쪽과 북쪽에
걸쳐 있었던 것처럼 이해한 나각수의 견해나 수표교동이 1833년 이전에는 중
부에 속하여 청계천 남쪽과 북쪽이 다 그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이벽의 생가가 청계천 북쪽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방상근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계는 17세기 중엽 이후에 공식적인 한성부의 최말단행정기구로 편제
되었지만, 동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한 동 안에 계가 여러 개가 존재하였고,
또한 지역적 공간을 일정한 경계로 구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
주로 한성부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방역의 응역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했
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 계가 창설되기도 하고 주민이 줄어들면 자연
적으로 계가 없어지는 등 주민의 상황이나 응역능력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었
다.32) 그러므로 거주하는 곳을 밝히는 단위로는 방역의 응역기구로서의 성격
이 강한 ‘계’보다는 자연촌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의 공간인 ‘동’이 더 적합
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수표교 관련 계는 중부 장통방 수표동변계, 중부 수표
교남변계, 남부 화평방 수표교계 등 여러 계가 있었기 때문에, 1784년 겨울에
이벽이 처음으로 천주교를 널리 전파한 수표교나 이 소식을 듣고 이가환이 가
서 이벽을 꾸짖은 수표교, 그리고 1784년 여름에 이벽이 독서를 하고 있었던
수표교를 만약 수표교 관련 계로 본다면, 그것이 수표교 관련 여러 계들 중 어
느 계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벽의 생가가 있던 수표교는 수표

31) 이와 같이 장통방과 훈도방을 모두 청계천 남쪽에 표시하고 있는 고지도들은 크기가 11.1×13.3
㎝~30.2×40.4㎝의 작은 것들이다(이찬·양보경, 서울의 옛 지도, 서울학연구소, 1995, 62~71
쪽).
32) 고동환, 앞의 논문, 67~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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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관련 계가 아니라 남부의 훈도방에 있던 수표교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고 하겠다.
그러면 수표교동의 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궁금하다. 우선 한국지
명총람 1권에 수록되어 있는 중구의 지도에 수표동․장교동․입정동 등의
구역이 길 양편에 걸쳐 있는 것33)으로 보아, 수표교동은 수표교에서 영희전
(永禧殿)으로 나 있는 수표교길 양편에 걸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1914년에 개편된 수표동은 수표교동을 중심
으로 그와 접해 있던 혜민동․묵정동․죽동․시동․갑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만들었다. 이처럼 수표동에 일부가 편입된 동들의 위치를 ｢수선전도｣와 한
국지명총람 1권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혜민동은 1914년에 개편된 을지
로 2가, 수표동,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이었고, 묵정동은 충무로 4․5가와
필동 2․3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었으며, 죽동은 수표동․을지로 2가․장교
동에 걸쳐 있던 마을이었고, 시동은 수표동․입정동․을지로 3가에 걸쳐 있
던 마을이었으며, 갑동은 수표동과 입정동에 걸쳐 있던 마을이었다.34) 다시
말해서 수표교동은 북쪽으로는 청계천에, 동쪽으로는 입정동에, 서쪽으로는
장교동에, 남쪽으로는 죽동에, 남서쪽으로는 묵정동과 혜민동에, 남동쪽으로
는 갑동과 시동에 접해 있었다. 그러니까 북쪽․서쪽․동쪽의 경계는 그대로
두고 남쪽․남서쪽․남동쪽에 있던 다른 동들의 일부를 편입시켜 수표동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표교동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수표교와 관수
교의 중간지대인 오늘날 수표동과 입정동의 경계이고, 서쪽으로는 수표교와
장통교의 중간지대인 오늘날 수표동과 장교동의 경계이며, 남쪽으로는 청계
천과 을지로의 중간지점까지였을 것으로 대략 짐작된다.
그러면 이벽이 살던 서울의 집터는 수표교동의 어디쯤에 있었을까 궁금하
다. 이에 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수표교가 있던 남부의 저지대가 개발
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한성부의 중앙지대의 경우 서쪽은 해
발 40~50m의 완경사를 이루며,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오간수문 일대는
18m 정도의 저지대를 형성한 탓에 청계천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자주 범람하
여, 장통교 부근(해발 25m)에서 오간수문에 이르는 중앙 저지 일대는 침수가
33) 한글학회 편, 앞의 책, 249쪽.
34) 위의 책, 264․269~270․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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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았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시가지는 백악산에서 인왕산을 지나 목멱산에 이
르는 산록을 따라 ㄷ자형으로 발달하였고, 장통교에서 훈련원벌에 이르는 청
계천변 저지대는 조선 중기까지 개발이 유보되어 왔다.35)
그러다가 영조가 신료와 방민들에게 수십 차례 청계천의 준천 여부를 묻고
난 뒤 1760년(영조 36) 2월에, 방민 15만, 고용한 장정 5만, 합 21만여 명의 인
원과 돈 35,000민(緡), 쌀 2,300석을 투입하여 57일간의 대역사를 벌여 준천을
완료한 뒤 천변 곳곳을 택지로 만들었다.36) 그 결과 이 무렵부터 청계천 양변
에 상가들과 수공업 작업장들이 속속 자리를 잡았고, 구리개 부근(현재 을지
로 입구 앞쪽)에도 약방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하였는데, 대략 수표교를 경
계로 하여 그 서쪽 일대에 그쳤고, 동쪽 지역은 민가가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37)
오늘날 실제로 답사를 해 보아도 수표교길 서쪽이 동쪽보다 지대가 약간 높
아, 서쪽이 동쪽보다 사람들이 살기에 더 적합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이벽이 수표교동에 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 1779년은 영조가 청계천을
준설한 1760년으로부터 19년밖에 흐르지 않은 시기였다. 이렇게 볼 때 이벽이
살던 당시만 해도 수표교동에는 사람들이 주로 수표교길 서쪽에 거주하였고,
그나마도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벽이 살던 집
터는 수표교동 중에서도 수표교길 서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벽이 살던 집터는 수표교길 서쪽 중에서도 어디쯤에 있었을까 알
아볼 차례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사료에서 정약용이 밝힌 바와 같이 이
벽은 수표교동의 집에서 독서를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살던 집터는 독서하기
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상가가 들어선 청계천
남변은 이벽이 살던 집터가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수표교길 가
도 이벽이 살던 집터로 적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가회동에서
수표교를 지나 영희전까지 거의 곧게 난 이 길은 남촌 유일의 남북가로로 사
람의 왕래가 많은데다, 1688년에 전주 경기전의 태조 영정을 모사하여 수표교
길 남쪽 끝자락의 영희전에 봉안한 뒤 숙종․영조․순조 등의 영정을 차례로

35) 최영준, ｢18․19세기 서울의 지역분화｣, 민족문화연구 31, 1998, 4쪽.
36) 전우용, ｢청계천과 천변 ; 공간과 싱징의 역사적 변천｣, 서울학연구총서 12, 2001, 18~20쪽.
37) 위의 논문, 1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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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봉안하고서 매년 정초에 임금이 이 길을 이용하여 이곳에 행차하여 제례
를 지냄에38) 따라 소란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과 아울러 수표
교동의 지형은 북쪽보다 남쪽, 그리고 동쪽보다 서쪽이 비교적 높아 사람이
살기에 더 적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벽이 살던 집터는 수표교동 중에서
도 수표교길 서쪽의 서남쪽 끝자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표 2> 고지에 나타난 중부와 남부 및 장통방과 훈도방의 구분39)
도판
번호
6

지도명

제작시기

都城三軍門分界
之圖(御製守城綸 1751년
音, 규장각 소장)

장통방과 훈도방 표시

5부의 구분 표시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장통방 소속의 비파동, 대
18세기 중엽(1750~1754 입정동, 소입정동 등을 청
都城圖(輿地圖,
13
년 지도를 바탕으로
계천 북쪽, 훈도방 소속의
규장각 소장)
1789~1793년 제작)
입정동, 묵정동 등을 청계
천 남쪽에 표시

都城圖
16
(규장각 소장)

1788년경

5부의 방명 표기. 장통방은
중부, 훈도방은 남부에 속
함. 장통방 소속 계를 청계
천 북쪽, 훈도방 소속 계를
청계천 남쪽에 표시

방 소속 계의 표시로
볼 때, 장통방과 훈도
방, 즉 중부와 남부가
청계천을 경계로 구분
됨

城市全圖
20
(許英桓 소장)

오부의 방명 표기. 장통방
은 중부, 훈도방은 남부. 장
18세기 말기(1789년 4월
통방 소속의 계를 청계천
이전)
북쪽, 훈도방 소속의 계를
청계천 남쪽에 표시

중부를 황색으로 구
분. 청계천을 경계로
중부와 남부, 장통방
과 훈도방이 구분됨

18

漢城全圖
(개인 소장)

18세기 말기(1787~1802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년)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23

漢京全圖
(尹炯斗 소장)

18세기 말기(1776년 이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후)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9

都城圖(古地圖
帖, 영남대 박물 19세기 초기
관 소장)

漢陽都城圖(호암
19
19세기 초기
미술관 소장)

중부를 황색으로 구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분. 청계천을 경계로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중부와 남부, 장통방
과 훈도방이 구분됨
장통방 소속의 수표동변계
등을 청계천 북쪽, 훈도방
소속의 계를 청계천 남쪽에
표시

5부를 빨간 점선으로
구분. 청계천을 경계
로 중부와 남부, 장통
방과 훈도방이 구분됨

38) 김한배, ｢남촌 도시경관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학연구총서 12, 2001, 81~82쪽; 송인호, ｢청
계천로의 도시조직 –옛 다리가 있던, 여덟 개의 도시조각에 대한 관찰-｣, 서울학연구총서 12,
2001, 221~222쪽;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둥길｣, 서울학연구 30, 2008, 39쪽.
39) 이 <표 2>는 이찬·양보경, 서울의 옛 지도, 서울학연구소, 1995에 수록되어 있는 고지도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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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都城圖(靑丘指 19세기
掌, 장서각 소장) 후반)

초기(1820년대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17

京兆圖
(개인 소장)

19세기(1824년 이후)

25

朝鮮城市圖
(李燦 소장)

19세기 초기(1830년으로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추정)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5부의 방명 표기. 장통방은
漢城府(天下圖倂 19세기 초기(도판 6을
중부, 훈도방은 남부에 속함.
11 天地圖,
1839년에 다시 새롭게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도
개인 소장)
제작)
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都城全圖(靑丘要
1834년경
51
覽, 규장각 소장)

44

首善全圖
(李燦 소장)

1840년대(1846~1849년)

5부를 검은 점선으로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구분. 청계천을 경계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로 중부와 남부, 장통
방과 훈도방이 구분됨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都城全圖(輿圖備
청계천 남쪽에 장통방과 훈
52 志, 국립중앙도 1850년대(1851~1856년)
도방 표시
서관 소장)
28

19세기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首善全圖(슈션젼
19세기 후반(1892~1896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47 도, 연대 박물관
년)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소장)
53

都城圖(大東輿地
1861년
圖, 규장각 소장)

청계천 남쪽에 장통방과 훈
도방 표시

55

都城圖(東輿圖,
1860년대
규장각 소장)

청계천 남쪽에 장통방과 훈
도방 표시

都城圖(大東方輿
19세기 말기
57 全圖,
규장각 소장)
京城附近之圖
61 (鰈城地圖,
개인 소장)

19세기 말(1890년대 말
청계천 남쪽에 장통방과 훈
또는 1900년대 초로 추
도방 표시
정)

京城(｢朝鮮輿地
63 圖｣의 揷圖, 영남 1884년
대 박물관 소장)
65 서울地圖

청계천 남쪽에 장통방과 훈
도방 표시

청계천 남쪽에 장통방과 훈
도방 표시

1902년(1900~1902년 추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정)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漢陽京城圖(｢大韓
66 輿地圖｣의 揷圖, 1900년경
규장각 소장)

청계천 남쪽에 장통방과 훈
도방 표시

韓國京城全圖(영
68
1903년
남대 박물관 소장)

5署(五署 5부)와 방의
경계 표시. 청계천을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경계로 중부와 남부,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장통방과 훈도방이 구
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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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最新京城全圖(고
1907년
대 박물관 소장)

5署(五署 5부)와 방의
경계 표시. 청계천을
장통방을 청계천 북쪽, 훈
경계로 중부와 남부,
도방을 청계천 남쪽에 표시
장통방과 훈도방이 구
분됨

67

京城(｢大韓帝國地
1908년
圖｣의 揷畵)

청계천 남쪽에 장통방과 훈
도방 표시

4. 맺음말
이제까지 필자는 이벽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고 복음을 전
파하여 신앙공동체를 탄생시켰던 서울 수표교 집터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
고, 이어서 그 집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문헌 자료와 고지도를 이용하여 알
아보았다. 이제 이 글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벽의 서울 수표교 집터는 한국에서 최초로 천주교를 학문이 아닌 신앙으
로 받아들여 그 실천의 길을 모색하던 이벽이 이승훈을 통하여 북경에서 들여
온 천주교 서적들을 그와 깊이 연구하여 신앙 실천에 필요한 내용들을 비로소
두루 알게 된 곳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천주교를 널리 전파하기 시작
한 곳이고, 천주교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막으려는 유학자들과 토론을 벌여
승리를 거뒀던 곳이며,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베풀어 신앙공동체를 탄생시
키고 신앙집회를 가졌던 곳이다.
이렇게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 일반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벽의 수표교 집은 청계천 남쪽의 남부 훈도방의 수표교
동에 있었다. 이 수표교동은 수표교에서 영희전으로 나 있는 수표교길 양편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수표교동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수표교와 관수교의 중간
지대인 오늘날 수표동과 입정동의 경계이고, 서쪽으로는 수표교와 장통교의
중간지대인 오늘날 수표동과 장교동의 경계이며,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을지
로의 중간지점까지였을 것으로 대략 짐작된다. 이 수표교동 가운데에서도 이
벽이 살던 집터는 당시 사람이 살기에 더 유리하고 독서하기에도 더 적합한
수표교길 서쪽의 서남쪽 끝자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이벽의 수표교 집터를 알리는 표지석을 청계천 북변에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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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차 이 표지석은 이벽의 집터로 추
정된 곳이나 거기서 장소로 옮겨 세워야 하고, 아울러 그곳에 이벽을 기리는
현양 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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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ite of Yi Byeok’s House near Supyogyo
Bridge
Seo, Jong-Tae
The site of Yi Byeok(李檗)’s house near Supyogyo(水標橋) Bridge in
Seoul was the place where he accepted Catholicism in Korea not as a
subject of scholarship but as a faith, and opened the way for practice. Yi
Byeok procured books on Catholicism from Yi Seung-hun(李承薰) who
brought them from Beijing(北京), and made a thorough study of them in
this place, and eventually came to learn a lot about what he needed to
practice his faith. It is also the place where Yi Byeok began to spread
Catholicis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place where he won a debate
with Confucians who tried to stop him from preaching Catholicism. Is is
also in this place that he administered baptism and created a Catholic
communit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site of Yi Byeok’s house near
Supyogyo is very important not only in the history of Catholicism in Korea
but also in Korean history in general. According to studies of various old
documents and maps, the house was located in the Supyogyo-dong(水標橋
洞) of Hundobang(薰陶坊), South of Cheonggyecheon(淸溪川). Supyogyo
-dong was on both sides of Supyogyo Road which ran from Supyogyo to
Yeongheejeon(永禧殿). It is estimated that the eastern boundary of
Supyogyo-dong was located around the boundary between Supyo-dong(水
標洞) and Ipjeong-dong(笠井洞) today, which is in the middle of Supyogyo
Bridge and Gwansugyo(觀水橋); the western boundary of Supyogyo-dong
was located around the boundary between Supyo-dong and Janggyo-dong
(長橋洞) today, which is in the middle of Supyogyo Bridge and
Jangtonggyo(長通橋) Bridge; the southern boundary of Supyogyo-do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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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area in the middle of Cheonggyecheon and Euljiro(乙支路)
today. The site of Yi Byeok’s house in Supyogyo-dong is presumed to have
been located at the southwest end of Supyogyogil, which must have been
more advantageous for living and studying.
Key Word : Yi Byeok, the Site of Yi Byeok’s House, Supyogyo,

Supyogyo-dong, he Site of Yi Byeok’s House near
Supyogyo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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