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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은 어떤 기준(선)을 넘어선 쪽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느 건

물을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건물의 주변 지역에 어떠한 요소들

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과 그 요소들과의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

는지,  건물과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볼 수 있

다. 건물이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는 것이기에 밖에서 건

물을 관계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밖으로 어떻게 연결 

되는지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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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은 어떤 물체의 바깥 부분이나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뜻한

다. 건물의‘겉’을 보면 건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껍데기를 

바라볼 수 있다. 건물의 입면을 구성하는 재료, 그것이 세월이 지남

에 따라 묻어가는 흔적들을 볼 수 있고, 건물의 시각적인 요소와 함

께 질감이나 촉감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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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부

분,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않은 정도를 뜻한다. 건물을 ‘

안’에서 봤을 때 건물의 내부의 형태와 공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

었는지 본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 연결되

어 내부를 조직하는 가를 알 수 있다.

안 

III

51























‘속’은 일정하게 둘러싸인 것의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어떤 현

상이나 상황, 일의 안이나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

속’ 본다면 공간 안을 무엇으로 채웠는지를 볼 수 있다. 건물 안에 

어떤 시설 또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

계를 맺고 건물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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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시장

  만리시장은 만리고개에 위치한 시장으로 그곳 주민들

에게 오래 이용되어 오던 시장이다. 서울역 서부와 공

덕을 잇는 옛 만리재길과 그곳에서 갈라져 효창공원을 

올라가는 효창원로를 따라 시장이 있었다. 1968년 시

장 현대화 사업으로 만리시장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준

공이 되었다. 

 이전에 시장 부지는 해방 후 양조장으로 사용되었다가, 

이후 시장 건물이 생기기 전까지 영화 촬영장, 불법원룸 

등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1968년 첫번째 시장 건물이 

효창원로 옹벽을 따라 지어졌고, 1년후 그 옆에 박공 지

붕의 건물이 지어졌다. 그 건물의 3층은 시장, 1층과 2

층에는 봉제와 인쇄 공장이 들어왔다. 그 후  1970~72

년 사이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역 서부와 공덕을 이어

주는 만리재로/ 만리재고재에서 효창공원을 넘어가는 

효창원로가 확장 또는 개통되어 지역의 흐름이 바뀌었

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의류 제조업의 성장하고 남대

문시장이 포화되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서울

역 서부로 봉제 공장이 퍼져갔다.  1976년 봉제 공장

을 더 수용하기 위해 네모난 박스 형태의 아파트형 공

장 건물이 세워졌다. 

 건물들은 주변 지역의 필요에 의해 점진적으로 지어졌

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안에 내용들도 변해왔다. 지

금도 만리시장 주변에는 ‘Seoullo 7017’이 새로 들

어서고, 서계동 지구단위계획로 지정되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하

려는 만리시장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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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시장 준공  봉제 공장 증축  현 만리시장 일대만리재로, 효창원로 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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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택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재학 중이며, 건축

과 사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진가로써 개인 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