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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강남스타일을일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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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은본래잠실섬과부리도라는섬이었는데, 한강범람이자주일어나물에

잠기는일이빈번해1970년대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에따라매립하여육지가

되었다. 

1. 잠실·송파일대

1972년모습, 1971년부터잠실지역을매립해용지를조성하고아파트단지건설에착수하였다.

1975년 모습, 3월부터 3년 6개월간 5개 단지를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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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모습, 5개 단지, 10만 명규모의거대아파트단지로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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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2000년대 들어재건축을통해 5층 저층에서 30층이 넘는고층아파트로화려하게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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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쪽한강에는토사가쌓여형성된부리도(浮里島)라는섬이있었는데, 부리도를중심으로남쪽물길과북쪽물길이흘렀다.

1971년4월부리도의북쪽물길을넓히고, 남쪽물길을막아섬을육지화하는한강공유수면매립사업을펼쳤고, 그때남쪽

물길이석촌호수가되었다.

1972년 모습, 잠실 쪽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막힌 남쪽 물길이

밀려나석촌호수로남게되었다. 

1975년 모습, 서울에 유일한 호수로 송파구 잠실사거리 남쪽에 넓게

자리잡은볼품없는호수였다.



2323

1981년 모습, 호수주변에녹지를조성하고산책로와쉼터등을설치하여송파나루공원으로만들었다. 1979년 5월부터 1980년 12월까지송파로확장

공사를하면서동호와서호로나뉘었다. 1980년에는주변에잠실역이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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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모습, 1984년에는 서호 끝에 서울놀이마당이 들어서고 1998년에는 서호에 매직아일랜드라는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포장마차촌이 형성

되었다가2001년포장마차를철거하고생태복원사업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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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서울시민들이즐겨찾는위락시설과녹지공원을갖춘호수로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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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자양동과송파구신천동을잇는다리로, 한강종합개발을하면서부속시설로건설한수중보가특징이다. 수중보는한강

수위를일정하게유지시켜수량저하에따른취수장의취수곤란, 바닷물역류에의한생태계변동등의문제를해결해준다. 

1972년 모습, 하중도(河中島)여서 1971년까지 강을 건너기 위한 신천진

(新川津)이있었다. 

1973년 모습, 본격적인 잠실개발에 앞서 광진구 자양동과 송파구

신천동을 잇는잠실대교를한강에여섯번째다리로 1972년 7월에

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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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모습, 잠실수중보를완공하였는데, 암사동과김포에이르는 38km의한강수위를평균 2.5m로일정하게유지시키는기능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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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2004년 2월 다리 성능을 개선하여 재개통하였으며, 동부 변두리 교통량을 도심을 거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와 경수(京水)·경인

(京仁)·김포등강남간선도로로연결하여새로운교통골격을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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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최초로철교좌우에소형자동차전용도로교를함께건설한다리가등장하였다. 1979년 10월에

개통한잠실철교가주인공으로광진구구의동과송파구신천동을잇는복선철교이다.

1972년 모습, 남단인 신천동은마을북쪽끝을흐르는신천(新川)에서 유래한다.

한강 대홍수로 새로 생긴 작은 물줄기가 뚝섬 쪽으로 흘러가 새내, 새개라고

하다가신천이되었다. 바로옆에는성내천이흐른다. 

1980년 모습, 강변역과 잠실나루역을 잇는

지하철 2호선지지교가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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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모습, 도로교 북단과 연결

되는 강변북로의 확장공사로 인해

1년간 도로교 통행을 전면 통제

하였으며,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램프를새로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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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신천동방향의도로는

2006년 12월 자전거도로로 변경

하여차량이통행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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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대표종합운동장으로면적 54만 5000m2, 수용능력 20만명규모이다. 1976년 12월에실내체육관, 1977년 11월에

주경기장과실내수영장건설에착수하였다.

1972년 모습, 잠실동(蠶室洞)은 조선시대 세종 때 양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설치한 국립양잠소격인 잠실도회(蠶室都會)(동잠실(東蠶室))이 이곳에

설치되었던데서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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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모습, 1979년 4월에 실내체육관을 가장 먼저 완공하였

으며, 1977년 착공한 주경기장과 실내수영장이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1986년 모습, 1980년 개장한데 이어 1985년 모든 시설을 완공함으로써 면적

54만 5000m2, 수용능력 20만 명 규모의종합운동장이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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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을갖춘순수종합운동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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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스포츠공간이자시민의휴식처인올림픽공원건설도중발굴된백제유적지몽촌토성이공원내에자리하고있다.

둘레2km 정도로서울을보호하는토성으로, 동쪽에흙으로쌓은흔적이남아있다. 

1972년모습, 지형이아늑하고개나리꽃이많이피어방잇골로불리던한적한곳이었으며, 1970년대백제고분이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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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모습, 1984년 서울올림픽공원을착공하기전의방이동 1988년 모습,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과공원을 1986년에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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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경기장, 공원, 조각공원, 미술관, 놀이마당등을갖춘대규모복합공원으로활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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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공원안에백제가한강유역에서나라를세워발전했을때의대표적인성인몽촌토성이있다. 한강지류인성내천

남쪽에있으며, 둘레가약2.7㎞, 높이6~7m 되는백제전기의토성이다. 

1972년모습, 잠실지구개발이전에는성벽옆으로한강본류가흐르고성내천하류가합쳐져큰물길이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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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모습, 발굴 전, 성곽 안은 야트막한 구릉지이며, 성곽은 대부분

자연지형을이용하였다.

1987년 모습, 1984년 4월 올림픽공원을 조성하면서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이 시작되었다. 목책(木柵) 구조와 토성방비용 해자(垓子)로 되어

있는특수한토성구조로밝혀졌다.



2012년 모습, 백제 초기군사적·문화적성격을살필수있는유적이다. 지금은시민들이산책코스로이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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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46만188㎡규모로지하1층지상13층의서관, 지하1층지상18층의동관, 지하5층지상15층의신관, 지하1층지상

4층의별관, 지하2층지상8층교육연구관등으로이뤄진글로벌메디컬콤플렉스를이루었다.

1972년 모습, 풍납동은 1970년대까지 도요업이 발전해 벽돌공장과 기와

공장이많았다.

1984년 모습, 서울중앙병원이들어서기전송파구풍납동옆벌판모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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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모습, 1986년 개원후 1994년 10월 지하 1층 지상 18층의 동관을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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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모습, 2008년 5월 772병상의신관을개관했다. 이듬해리모델링을거쳐동관은암과성인병중심의진료과로서관은암센터로재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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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동관, 서관, 신관, 별관, 교육연구관등글로벌메디컬콤플렉스를이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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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풍납동에한강을북쪽에두고연변평지에둘레3,740m에이르는규모가큰풍납토성이있다.

백제초기평지에축조한토성으로남북으로길게타원형을이루며, 성벽 길이는동벽 1,500m, 남벽

200m, 북벽300m 정도이다.

1972년 모습, 토성 서벽은 1925년 대홍수로유실되었으나새로제방을쌓았다. 성벽의표면은잔디와잡초로덮여있는데,

내부는돌이거의없고고운모래로쌓아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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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모습, 복원사업을 펼치기 전, 성곽은 군데군데 잘리고 허물어진

상태이다. 

2000년 모습, 성곽부분만사적으로지정하고내부는민간에불하하여,

일반주택, 아파트, 학교 등이 들어서 있다. 현재 성곽은 2,679m 정도

남아있으며, 1993년부터전체복원사업을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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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천호대교에서올림픽대교까지‘ㄷ'자로이어진토성은중간에잘려있으며, 동쪽토성을따라공원과산책로가조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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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동과 송파구 풍납동을 잇는 다리를 만들면서 88 서울올림픽

대회를기념하기위해중앙에있는 4개의주탑을 88m 높이로지었으며,

국내최초의콘크리트공법사장교이다.

1972년모습, 북단구의동은아차산기슭에서한강변에

이르는 긴 지형으로, 신석기시대 유물인 돌도끼, 무문

토기등이출토되었으며, 고구려주거지가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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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모습, 남단 풍납동 한강변에는 1982년 착공한 올림픽대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1990년 모습, 1985년 11월에 착공하여 1989년 11월에 개통하였다. 남단

진입로왼쪽에는서울아산병원이같은해문을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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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모습, 다리 중간에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88미터 높이의 4개 기둥을 주탑으로 세웠으며,

주탑상단에는올림픽성화를본뜬조형물을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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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강동지역교통량분산에기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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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강남일대

압구정동(狎鷗亭洞)은 1980년대이후신흥부촌으로선망의대상이되기도하고, 졸부적소비행태로인해상대적박탈감을

갖게한곳으로하나의문화코드를갖고있다.  

1972년 모습, 옛날에는돛단배떠있는동호와강북의원근풍경, 닥나무가무성한저자도등이펼쳐져있어절경을이루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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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모습, 배나무밭, 과수원과 비닐하우스밖에 없는 허허벌판에

1976년 6월 현대아파트 15층짜리 13동 960세대가들어섰다. 

1985년 모습, 대규모아파트단지에이어 1985년 현대백화점이들어서고

로데오거리가형성되면서고급형주거와소비문화가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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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언주로를사이에두고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등아파트가밀집하고쇼핑시설이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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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永東)은 영등포동쪽에있는지역이라는뜻이며, 이후 1970년대개발당시에강남이라는이름이붙여졌다. 남단인

청담동은일대의한강변물이맑아청숫골이라고하였던데서유래한다.  

1972년모습, 영동교가놓이기전남단청담동은전형적인강촌이었다. 1974년모습, 1973년 11월 6차선도로와인도를갖춘영동교가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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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모습, 1996년 8월북단에고가차도를가설하여동2로와뚝섬길의교차지점에신호대기가불필요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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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강남구청담동, 삼성동일원의개발을촉진하는데크게기여했을뿐만아니라, 한남대교와잠실대교의교통량을분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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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인프라중심도로테헤란로는강남구역삼동의강남역사거리에서삼성동삼성교구간에이르는도로로

강남지역을동서로가로지르는왕복10차선간선도로이다. 테헤란로양쪽으로기업, 전시장, 호텔, 금융등글로벌비즈니스

인프라를갖추었다.

1972년 모습, 한양천도 578주년 기념으로 가로명을 삼릉로로 정하였다. 삼릉로는 성종·정현왕후·중종의능인 선·정릉의 봉분이 셋 있어 삼릉공

원으로이름붙인데서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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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모습, 1977년 6월 1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장이 서울에 방문하여 두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를 기념하여 삼릉로를 테헤란로라

개칭하였다. 개명과동시에강남개발의중심도로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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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모습, 1979년 3월에 개관한 종합전시관 코엑스에 이어, 1987년에는 52층의 무역센터빌딩과 34층 인터콘티네탈호텔이 들어서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중심지로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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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도로양쪽에고층빌딩군이형성되어강남의고층시대를선도하여왔다. 



70

삼성생명공익재단은삼성그룹최대의공익사업으로서울의동남쪽끄트머리인강남구일원동에대형종합병원을지어

아시아허브의료기관의역할을담당하게하였다.

1972년 모습, 일원동은 옛날 이 마을에 일원

(逸院)이라는 서원이 있어 붙여졌다. 사방이

대모산에 가려 '숨어 있는 마을' 또는 '편안한

마을'이라고하여붙여졌다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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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모습, 1991년 8월 기공식에 착수하여

1994년 11월 삼성서울병원을 개원하였다.

지상 20층, 지하 5층의 본관과 지상 8층,

지하 4층의 별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

섰다.



2008년모습, 2008년 3월지상 11층, 지하 8층규모의암센터오픈으로삼성서울병원은 2000병상시대를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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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강남지역의초대형병원으로자리매김하였다. 일대는기존단독주택지역과고밀도아파트가혼합되어있다. 

73



74

부촌의상징으로한국최초의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초호화주거공간으로지어진강남구도곡동타워팰리스는입주

당시부터교통, 환경, 주택가격상승, 부동산투기, 배타적공동체문화문제등논란이끊이지않았다. 

1972년모습, 도곡동일대는 1970년대이전에는전형적인

농촌마을로도라지특산지로유명하였다. 

자연마을로는조선시대에한양으로입성하는중간에있어

한양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묶어갔다는 독구리

마을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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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모습, 삼성그룹이 102층 본사

사옥을짓기위해부지를매입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1999년 6월 주상복합

아파트단지건설에착공하였다. 



76

2004년모습, 4개동의초고층주상복합타워팰리스촌이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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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주변에대림아크로타워, 우성캐릭터199아파트, 군인공제회관등초고층건물들이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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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반포일대

서빙고동은조선시대에얼음을저장하는창고가있던곳이다. 강변에서잠실리로건너가던서빙고나루터는조선시대는

물론, 한국전쟁때에도많은사람이이용하였다. 잠수교는한강에홍수가나면물이잠기고, 유사시에복구가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1972년모습, 한국전쟁당시초토화된

서빙고동은 차츰 재건되는 듯 했으나

1970년대 후반 반포대교와 반포로,

서빙고로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많이빠져나갔다. 

1975년모습, 잠수교가건설이진행중

이다. 수평식으로 바지(barge)가

다닐 수 있도록 승개(昇開)장치를

하며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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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두 다리는 강남과

강북을잇는주요통로역할을하며,

경부고속도에서 빠져나온 차량을

도심부에직접연결시켜준다. 

1984년 모습, 1982년 6월 잠수교

위에반포대교가올라서복층구조의

다리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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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11월 소공동소재옛남별궁(南別宮) 터에조선총독부도서관을세웠고, 광복이되자그해 9월국립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1974년남산으로옮겼다가 1988년반포동에새둥지를틀었다. 서울성모병원은강남지역최초의대학병원

으로개원하였다.

1972년 모습, 서울성모병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재한 반포동(盤浦洞)은

마을로흐르는개울이서리서리굽이쳐흐른다고하여서릿개, 반포(蟠浦)

라고하다가음이변하여반포(盤浦)로불린다. 

1980년 모습, 서울성모병원은 1980년 5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뒤

반포에 문을 연 강남성모병원이 전신이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던

시절강남지역에최초로자리잡은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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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모습, 1988년 5월 국립중앙

도서관이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성모병원과 마주보이는 곳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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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모습, 2009년 3월, 지하 6층, 지상 22층건물에 1320 병상규모의병원이웅장한모습을드러냈다. 서울성모병원과가톨릭중앙의료원, 의과

학연구원, 산학연구센터가재단장을마친것이다. 한편, 맞은편에는같은해 5월에국립디지털도서관이본관옆에개관하였다.



85

2012년모습, 이일대는대학병원과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과간호대학이있고, 국립중앙도서관과학술원, 예술원등이자리하여학술단지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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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반포지구에 두 개의 인공섬이 있다. 서래섬은 수양버들과 유채꽃이 어우러져 주변 풍광이 수려하며, 갈대밭과

호안산책로도유명하다. 세빛둥둥섬은세계최초로물위에뜨는부체위에건물을짓는플로팅형태라서플로팅아일

랜드라고한다.

1972년모습, 본래반포섬이있던자리로 1960년대까지모래언덕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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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의모습, 1986년, 물흐름이나홍수등을이유로반대가있었으나시민들의휴식을위해인공섬을만들었다.



2011년 모습, 5월 서래섬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반포대교 남단 왼쪽에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이 건설되었다. 1섬은 컨벤션 시설, 2섬은 문화와 엔터

테인먼트시설, 3섬은수상레포츠시설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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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반포대교와동작대교사이는시민의휴양처로대규모문화와레포츠위락단지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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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10월에지은서소문대법원과대검찰청청사가 1995년한강을넘어와서초동시대를활짝열었다. 이곳의옛

이름은정곡마을, 옛날부터정씨가모여살았기때문이다.

삼풍백화점붕괴는에어컨을옮기면서크레인을사용하지않아옥상전체에균열이생기면서시작되었다. 정부는특별

재난지역으로선포하였다.

1972년 모습, 논·밭·구릉지였던 서초동은 1970년대부터 구획정리

사업에따라주거지역, 상업·업무지역으로개발되었다.  

1986년 모습, 꽃마을비닐하우스촌이 널찍하게 자리 잡아 꽃마을이라

불리기도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완전히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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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모습, 1986년 2월착공한서울고등·중앙지방검찰청과서울중앙

지방법원이 1989년 7월 먼저 입주하면서 변호사 사무소 등이 주위에

몰리면서서초동법조타운시대를열었다. 

1990년모습, 법조타운맞은편에삼풍아파트가자리하면서삼풍백화점이

들어섰다. 1989년 말에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백화점으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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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모습, 1995년 6월 29일삼풍백화점한동이붕괴되어사망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8·15광복이후가장큰인적재해가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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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모습,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모두들어서법조타운면모를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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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모습, 삼풍아파트자리에주상복합아파트가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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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왼쪽에는법조타운, 오른쪽에는아파트단지가들어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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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1951년4월 10일부산에서개원하였다가수복후운니동과장충동청사를거쳐우면산에새둥지를틀었다.

예술의 전당은 공연장과 전시장은 물론, 옥외에 원형광장·만남의 거리·전통한국정원·야외극장·장터 등을 갖춘

세계적인수준의시설이다. 

1972년 모습, 남부순환도로에접해있는우면산은산모양이소가졸고

있는형상이라하여이름붙여졌다.  

1986년 모습, 1980년대 중반 서초구서초동남부순환로우면산(牛眠山)

자락에복합예술센터를짓기위한공사가착착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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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모습, 국립국악원이지하 1층 지상 4층의연습사무동과두개의

실내 공연장, 야외공연장, 국악박물관, 국악연수관 시설을 갖추고 개관

하였다.

1988년 모습, 국립국악원 바로 옆에 예술의 전당 음악당과 서예관이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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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모습, 예술의전당은단계별로축제극장·음악당·미술관·자료관·교육관등을개관하여 1993년착공9년만에전체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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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전통예술과현대예술이공존하는복합예술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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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은관악산남동쪽기슭에서발원하여서초구와강남구를가로질러탄천으로흘러든다. 옛이름은공수천(公需川),

학탄(鶴灘, 학여울)으로인근에학여울역이있다. 1980년대말양재천주변을따라아파트단지가조성되면서수질이

급속도로악화되어악취를풍기는죽은하천이되었다. 

1972년 모습, 본래 한강으로 직접

흘러들었으나, 1970년대 초 수로변

경공사에의해탄천의지류로수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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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모습, 양재대로와양재천사이에아직가꾸지않은공원이넓게자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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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모습, 1995년부터 6년여에 걸쳐 자연생태공원으로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태학습원과 수질정화시설, 징검다리, 벼농사

학습장, 꽃길, 생태통로, 야생조류원등이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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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자전거길과식생호안, 생태관찰원, 자연학습원등환경친화적편의시설을갖춘자연생태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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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산사태는2000년대들어서울도심지에서산사태가일어난사건에

대해시민들은적지않은충격을받았다. 서울이재해로부터안전지대가

아니라는불안감을심어주었다.

1972년모습, 서초구와과천경계에위치한우면산(牛眠山)은높이 293m로쉽게오를수있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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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모습, 2004년 7월우면산남쪽에논농사를위해지었던저수지를새로꾸며자연생태공원으로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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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모습, 2011년 7월 27일 폭우로인해세군데에서토사가길거리, 주택가로쏟아지는산사태가일어났다. 이 사고로 18명이 사망했으며, 남부

순환로방배동구간이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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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계곡복구와사방댐공사가한창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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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의도·영등포일대

1970년대KBS, 80년대MBC, 90년대SBS가여의도에둥지를틀면서대한민국방송중심지를형성하였다.

최근방송국들이일산, 목동등지로사옥을분산하거나이전하면서중심기능이분산되었다.

1972년모습, 여의도개발계획에따라비행장이있던자리를중심으로5·16광장이

조성되었다.

1979년 모습, KBS는 1927년 개국한 경성방송국이 전신으로

정동 건물에서 방송을 시작, 1957년 남산에 이어, 1978년 말

여의도신사옥으로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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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모습, MBC 라디오와 TV가 1986년 4월 여의도로통합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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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모습, 민간상업방송이허용되면서 SBS가개국하였다. 지배주주인태영건설여의도사옥에방송국을열었다. 



111

2012년모습, SBS는 2004년사옥을목동으로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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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어스름비치는금빛마천루가아름다운 63시티는강풍에건물이흔들리지않을까걱정할필요가없다. 건물이

탄력성을지녀좌우진동유연성이60cm로초속30m 태풍이나진도5의지진에도내부에서는흔들림을느낄수없다.

1972년모습, 1958년까지국제공항, 1971년까지공군비행장이있던여의도는모래밭과황무지였으나 1970년대들어종합개발사업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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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모습, 여의도동남쪽끝자리에63빌딩건축공사가 1980년 2월에착공하여한창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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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모습, 1985년 5월에지상 60층, 지하 3층의규모에지상높이 249미터의 63빌딩완공, 당시아시아에서가장높은빌딩이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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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63빌딩은사무공간, 관광시설, 복합문화공간을고루갖추었다. 2000년부터63시티로이름을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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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섬(栗島)은폭파로해체되었다가자생적으로살아돌아온의지의섬이다. 여의도와마포사이하중도(河中島)로서강

대교가섬을관통하고있다. 옛기록에는섬전체가수십리의모래로되어있으며거민들은부유하고번창했으며, 조선

초기부터뽕나무를심어잠업이성행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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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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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모습, 여의도와마포사이에있는밤섬. 여의도윤중로개발에필요한골재조달을위해섬을폭파해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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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모습, 폭파된후강물에떠밀려온흙과생명들을불러모아스스로생태를

복원해모래톱이확장되고갈대와버드나무가자라면서물새들이돌아왔다. 

1995년 모습, 위밤섬과 아래밤섬이 연결되고, 밤섬 위로 서강

대교가건설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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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모습, 아치형 다리로 미관이 수려한 서강대교는 1980년 착공했으나 1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3년 공사를 재개해 1996년 12월 완공했다.

철새도래지밤섬을가로질러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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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4종의 식물종과 77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퇴적물에 의하여 섬의 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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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는본래풍광이빼어난작은봉우리섬이었다. 1920년대대홍수이후제방을쌓았으나, 1925년일제가한강치수사업을

하면서대부분붕괴되었다. 이후1929년에건설된여의도비행장을만들기위해암석채취로선유봉이사라졌다. 그옆으로

한국인기술로지은최초의한강다리인양화대교가건설되었다. 

1972년 모습, 선유도는 본래 풍광이 뛰어난 봉우리였으나 1920년대

붕괴되었다. 그 옆으로 1971년 제2한강교를 건설하여 서울 서부의

관문이 되었다.

1979년모습, 선유정수장을설치하여 20여년간운영하다폐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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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모습, 2002년 4월 폐정수장을 활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양화대교 구교는 6년간

보수공사를 거쳐 재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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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교각 2개를해체한후로체아치교를설치하였다. 서해로뱃길을내는경인아라뱃길의일환으로대형선박의운항을염두에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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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동일대

아차산성과한강을두고마주하는서울암사동유적은한강유역의대표적인신석기시대유적으로당시최대의마을

단위이다. 세개의문화층이확인되었고, 방사선탄소측정에따르면B·C 4,000∼3,000년에걸친유적이다. 20여기의

집터와딸린시설, 돌무지시설이드러났다. 

1972년 모습, 암사동한강변에위치한서울암사동유적은 1925년 대홍

수때유적노출로신석기시대주거지로알려졌으며, 1967년 1차 발굴이

이뤄졌다.

1984년모습, 1970년대초국립중앙박물관의 4차례발굴에이어 1980년

대에도몇차례학술발굴조사가이어졌다. 집터가운데에돌을두른화덕

자리도 보이며, 입구는 주로 남쪽을 향한다. 기둥구멍은 보통 4개이며

모서리에기둥을세우고지붕을만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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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모습, 1988년 8월서울암사동유적이개관하였다. 제1, 2전시관, 움집, 매점, 관리사무소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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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2000년원시생활전시관개관, 2006년선사문화사업소설치, 2010년체험장을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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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이름을따온천호동(千戶洞)은옛날부터인가수천호가살만한지역이되리라는풍수지리설에유래한다. 1970년대초

강동지역은인구증가율이낮았는데, 천호대교가가설되고난후인구가빠른속도로유입되었다. 

1972년모습, 협소한광진교가도심과강동지역을연결하는유일한다리로간선도로망이미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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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모습, 천호지구개발과천호대로개통에따라광진교옆에천호대교를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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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모습, 1980년대 말부터 통과 교통용량을 초과하여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등교로 개선하기 위하여 5년여 간 보수공사를 실시

하여 2005년말에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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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천호대교 아래에는 1995년 말 개통한 지하철 5호선 운행을 위한 하저 터널이 있다. 하저터널은 상·하행선이 구분되어 있는 단선

쌍굴 형태로 수심 25m 정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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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 한강대교에이어세번째등장한다리가광진교이다.

광진구광장동과강동구천호동을잇는다리로 1936년 10월에

2차선도로에인도를갖추고개통하였다. 

북단 광나루는 충주를 거쳐 동래로, 원주를 거쳐 동해안으로

빠지는 요충지로 유명한 나루터였다. 1920년대에는 화물차나

버스를발동기선에실어도강할수있었으나홍수로인해교통이

두절되기도하였다. 1930년을전후에서교통량이격증하였다. 

1972년 모습, 1952년 미8군이 스틸 거더 구조로 바꾸면서 길이가

608m로 늘어난 이래 여러 차례 보수를 거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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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모습,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1994년 일시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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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모습, 철거후 6년 8개월만인 2003년 11월에 4차로새광진교를완공하였다. 자전거전용도로등을갖춘인간중심형다리로재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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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강동에서 경기도 구리 방면 외곽으로 나가는 기능을 한다. 



2장
강북의부흥을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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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陵洞)은1904년순명황후민씨의유능(裕陵)이이곳에있던까닭에능말, 능리(陵里)라한데서유래한다. 이자리에당시

아시아최대종합어린이놀이시설인어린이대공원이들어섰다. 1980년에지하철2호선화양역이개통하면서지하철과연계

되었다.

1972년모습, 서울컨트리클럽이순명왕후의묘소부지였던골프용지중일부를기증하여 1972년 11월에착공하였다.

1. 광진·성동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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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모습, 1973년 5월 5일 제51회 어린이날에 준공 개원했으며, 같은 해 부지를 72만 7300m²로 확장하고, 각계로부터 시설을 기증받았다.

자연환경을그대로살렸으며, 동·식물원, 어린이종합유희장, 분수대, 수영장, 야외음악당, 관망대와식당등을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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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모습, 2009년 5월 5일, 개장한지 36년만에대대적으로재단장하여야외음악당, 음악분수, 바다동물관등의시설을재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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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공원안팎에어린이회관, 리틀엔젤스예술회관, 선화예술중·고등어린이관련기관이모여있다. 



144

한강다리최초붕괴사고의불명에는1979년10월에개통한성수대교가떠안았다. 개통한지불과15년만인1994년10월21일

아침7시40분경 다리중간다섯째와여섯째다릿발사이의상판48m가붕괴되어차량6대가추락하고, 사상자49명중

32명이사망하는참사가일어났다. 

1972년 모습,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압구정동은 1970년대 농지가 매립되면서

아파트단지가들어섰다.

1979년 모습, 성수대교는 2년 6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1979년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8차로 다리로 개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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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모습,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1994년 10월 다리 상판이 붕괴되어 49명의

사상자를냈다.

1997년 모습, 1995년 4월부터 기존의 성수대교를 헐어 내고 새

다리를 짓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2년 8개월 만인 1997년 7월

차량통행을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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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교량상·하류에 2차로씩증설하여 8차로로확장하고남·북단진출입램프설치를 2004년 12월에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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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일대에지대가낮아한강에홍수가날때마다물길이나생겨난섬이뚝섬이다. 조선시대군대를사열하거나출병할때,

둑기(纛旗)를세우고, 둑제(纛祭)를지낸곳이라하여둑섬, 둑도라불리었다. 살곶이벌이라고도하는데, 왕자의난이후함흥에

칩거하던조선태조가서울로돌아온다는소식에태종이뚝섬에서맞았다. 태조가태종을보자마자화가치밀어태종을향해

화살을쏘았다는고사에연유한다.

1972년 모습, 한강의 하항(河港)과 근교농업지로 유명했으나 1950년대 후반 이후 공장이 건설되면서 도시화가 가속되었다. 1970년대 인공제방을

쌓으면서공업지대와주택단지가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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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모습, 1999년 12월에뚝섬옆으로자양동과청담동을잇는청담대교가지하철과차량이지나는복층구조의다리로건설되었다.

1982년모습, 한강을직강화하면서한강변남쪽의많은부분이잘려나갔으며, 유원지는뚝섬한강공원으로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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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뚝섬은 각종 운동시설과 자연학습장 등을 갖춘 레저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청담대교는 분당신도시 주민의 도심 진출입 관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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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진입관문역할을할다리로용산구한남동과강남구신사동사이를잇는제3한강교를1969년12월다리로개통

하였다. 동호대교이름은조선시대옥수동앞의한강을동호(東湖)라고한데서유래한다. 

1972년 모습, 1969년 말에 준공한 6차로

다리로제3한강교라불렀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개발된강남지역에교통량이

급격히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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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모습, 1985년 2월에 제3한강교 위쪽으로 전철교와 양 옆으로

도로교가 난 복합다리인 동호대교가 건설되었다. 한편, 제3한강교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을하면서한남대교로이름을바꾸었다. 

2004년 모습, 한남대교는 2001년 3월에 다리 하류에 길이를 900m

가량확장하고, 2004년 8월에왕복 12차로의쌍둥이다리로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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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한남대교(좌측 사진)와 동호대교(우측 사진)는 강·남북교통량을분산시켜주는기능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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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뚝섬체육공원일대가대규모도시숲으로변하였다. 뚝섬은조선태조때부터임금의사냥터였던곳으로국왕의행차

시에는그것을알리는대장군의기인독기(纛旗)를세운데서유래한다. 인근에는서울에서처음으로만들어진상수도수원지인

뚝도정수장이있다. 

1972년모습, 뚝섬경마장내덕마골프장(퍼블릭코스 9홀)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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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모습, 대규모 도시 숲조성을위해기존뚝섬체육공원일대에

2004년 4월부터공사를시작하였다.

2005년 모습, 1년 동안의 공사기간을거쳐 2005년 6월에 뚝섬 일대에

조성된시민공원서울숲이문을열었다.



2012년 모습, 5개의 테마로 조성되었는데, 뚝섬 문화예술공원, 뚝섬 생태숲, 습지생태, 자연체험학습원, 한강수변공원 등 각 지구별로 특성 있게

나뉘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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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마포일대

서울시계한강하류마지막두다리가개화산을사이에두고건설된신행주대교와방화대교이다. 이일대는꽃이만발하던

지역이다. 개화동(開花洞)은면적절반가까이를차지하는산의형태가꽃이핀모양인개화산에서유래한다. 방화동(傍花洞)은

꽃이피는모습과같이생긴개화산옆에있다는뜻에서이름이붙었다.

1972년모습, 개화동(좌측사진)은경기평야의일부로 1968년서울에편입됐으며, 방화동(우측사진)은 1963년서울시로편입되면서민가가들어서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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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모습, 1978년 7월에개화동과고양시행주외동을잇는김포대교

(구행주대교)를 가설하였다. 

1995년 모습, 다리가 노후화되자 1995년 5월에 왕복 6차선의 신행주

대교를짓고나서구행주대교를폐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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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모습, 방화대교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른 제1호 민자유치 시설사업으로 가설한 유료도로이다. 한편, 인천국제

고속도로구간의일부로방화대교가한강에서가장긴다리로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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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모습, 폐쇄한지 10여년만에구행주대교를 2004년에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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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신행주대교는김포국제공항과인천국제공항으로진입하는교통량을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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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후반한강로2가시장일대에국내최대규모의전자제품상가복합단지가들어섰다. 한강로는한강으로나가는

주요길목이라는데서유래한다.

1972년모습, 한강로2가일대는서울청과물시장과서울농산물공판장, 나진시장, 태양시장등종합시장들이있어교통이혼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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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모습, 청과물시장을 폐쇄하고 전자

상가공사를시작하였다.

1987년 모습, 1987년 7월 청계천 세운상가에

있던 전자상들이 용산역 서부에 있던 청과물

시장 자리에 새로 조성한 용산전자상가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청과물시장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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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모습, 청파로를사이에두고양쪽에 1988년까지원효상가, 선인상가, 터미널상가, 전자랜드등으로확대되었다. 한편, 복개유수지자리엔 45개

관광버스의종합터미널이 1990년 3월개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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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관광버스터미널과인접한용산철도정비창은용산국제업무지구로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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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용산동6가일대는임진왜란때에는일본군의병참기지로, 임오군란때에는청나라군의주둔지로사용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일본군이사용하였다. 한국전쟁이후로는UN군과주한미국사령부가자리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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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모습, 골프장부지 29만 7520㎡를 1992년 11월 가족공원으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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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모습, 구중앙청에서옮겨경복궁안에잠시있던국립중앙박물관이 2005년 10월지하 1층지상 6층규모로공원내에들어섰다.



173

2012년모습, 탁트인잔디밭과작은연못들이있고, 그사이로산책로가있는가족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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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일대에 축구경기장과 공원,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티가 들어서고, 가양대교가 가설되었다. 성산동은 인근 산이

성(城)처럼둘러있어성메, 성미라하다가한자음으로성산이라하였으며, 상암동난지도는땅콩과수수를재배하고꽃이

많이피던아름다운섬으로신혼여행지였다. 

1972년 모습, 성산동은 논밭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홍제천 직강(直江)

공사를 시작하면서 경지 정리가 시작되었고, 8·15 광복 후 성산지구

택지가조성되었다.

1983년 모습, 1977년 제방을 만들고 난지도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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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모습, 강서구가양동과마포구

상암동을잇는가양대교건설에착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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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모습, 쓰레기산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1997년부터 안정화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 10월

월드컵경기장건설에착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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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모습, 서울월드컵경기장은2002 FIFA 월드컵을개최하기위하여성산동에지은축구전용경기장으로총좌석수는66,806석규모이다. 

2001년 11월개장하였다. 



2003년모습, 서울관할의막내다리이자교각과교각사이의거리가가장긴다리인가양대교가 2002년 5월개통하였다. 같은달평화의공원, 하늘

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등 5개공원으로구성된월드컵공원이문을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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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모습, 2006년 11월부터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등을한데모은세계적인규모를자랑하는디지털미디어센터(DMC)가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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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서울월드컵경기장은 FC 서울의 홈구장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DMC에는 방송국과 미디어관련 회사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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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도봉에서도심을가로질러관악까지

1장. 서울의중심에서일어서다

2장. 눈부신서울을에워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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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울의중심에서일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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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는태조이성계가한양을건설할때만든대로로, 정부관서인6조(六曹)와한성부등의주요관아가길양쪽에있다

하여육조거리라부르기도했다. 1946년10월옛중앙청정문에서황토마루네거리까지500m 구간을세종로라하였다.

1. 중구·종로일대

1978년 모습, 1967년 세종로 확장공사로 전찻길은 사라지고 8차로 도로로

확장하였다. 이듬해에는이순신장군동상을세웠다.

1988년모습, 세종로끝에있던중앙박물관을임시박물관으로이전

하고조선총독부건물을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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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모습, 황토마루라불리던세종로네거리에서광화문에이르는광화문광장을조성하기위해 2008년 5월부터공사를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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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모습, 2009년 10월에공사가마무리되어해치마당, 중앙광장, 세종대왕동상, 이순신장군분수등을갖춘인간중심의광장이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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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은조선시대세종때하수도기능을하는생활하천으로규정되면서시련의세월을겪어왔다.  1945년해방즈음에는

토사와쓰레기가하천바닥을뒤덮어오수로오염되었다. 서서히천변에판잣집이들어서더니한국전쟁이끝난후서울로모여

든피난민들이청계천변에정착하였다. 

1972년모습, 청계천은 1955년광통교상류복개를시작으로 1958년부터본격적인복개가이뤄졌으며, 광교에서마장동에이르는청계고가도로를 4년

공사끝에 1971년 8월완공하였다.

1980년모습, 1979년에광교에서신답철교까지전구간을복개하였으며, 상가밀집지역으로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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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모습. 도심산업중심지로도로양편에상사가들어서구할수없는것이없다고할정도로흥행하였다.

2005년 모습,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복원사업이 이루어져 청계고가로와 복개한 청계천로를 철거하고 하천과 주변을 정비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였다. 아울러이벤트마당, 환경조형물, 청계천미니어처등을갖춘청계광장을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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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모습, 청계천은서울시민의문화예술·휴식공간역할을하고있으며, 청계광장에서는각종축제와이벤트가열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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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은도성의남쪽정문이다. 1395년(태조4년)에짓기시작하여1398년에완성하였고, 1447년(세종29년)에개축하였으며,

현존하는서울의목조건물(木造建物) 중가장오래된건물이다.

1972년모습, 숭례문은조선시대태조 7년인 1938년에지었다. 2006년 모습, 2005년 5월 숭례문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접근

하기 쉽게 하였으며, 이듬해 3월 3일 숭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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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모습, 2008년 2월방화에의해숭례문이불에타붕괴돼석축만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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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모습, 전통건축기법으로복원공사를진행하였으며, 2012년 3월 8일상량을하고 2013년 2월위용을드러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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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1가이름은조선시대서소문동에있던중국사신을접대하던태평관의이름을따서붙인데서유래한다. 서울시청

청사는1926년경성부청으로지은지상4층의철근콘크리트건축물로건립당시최고의시설물을갖추었다. 8·15광복이후

서울특별시청사로사용해왔다. 

1972년 모습, 시청 앞은 시내버스와 택시. 짚차 등이 뒤엉켜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었다.

2005년 모습, 시청 앞 광장과 도로를 보수하여 타원형 잔디

광장인서울광장을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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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모습, 1962년증축한북관과 1986년증축한신관은새청사를짓기위해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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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모습, 2008년 12월착공한신청사가 2012년 8월완공되었다. 한편구청사본관은서울도서관으로이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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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대문일대

조선시대하도감(下都監, 훈련도감의分營) 자리로, 임오군란때에는청(淸)나라제독오장경(吳長慶)이진을쳤던자리인

중구을지로7가에1926년에경성운동장이개장하여축구장건립후테니스장, 수영장이잇달아건립되었다. 

1972년모습, 해방후서울운동장으로개칭하였고, 1959년에야구장도개장하였다. 1962년보수공사로국제규모의운동경기시설을갖췄다. 



207

2004년 모습, 1984년 동대문운동장으로개칭되었다가 2003년 폐장되었다. 육상경기장은폐쇄되어임시주차장과풍물시장으로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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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모습, 운동장은 2007년 12월부터철거에들어가 2008년 3월에발파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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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모습, 동대문운동장자리에는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들어서기위해공사중이다. 



2장
눈부신서울을에워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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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上鳳洞)은상리(上里)와봉황동(鳳凰洞)의앞자를따서지었다. 상리는봉화산능선을타고남쪽으로내려왔으므로

지대가비교적높고, 봉황동은지형은낮지만알을품기위해봉황이날아와앉는모습이라고하여붙여졌다. 이조용한

곳에1940년중앙선이마을을가로질렀다.

1972년모습, 상봉동은 1963년경기도에서서울시동대문구로편입되었으며, 동부시장이상권을형성하였다. 

1. 강북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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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모습, 봉화산인근중앙선과동일로안쪽에시외버스터미널건축공사를하고있다.

1986년모습, 1986년 9월동마장시외버스터미널이상봉동으로이전하여강북지역의중심터미널가운데하나로강원도지역노선에특화되었다. 



2012년모습, 최근전철로인해승객이줄어들면서춘천, 화천방향버스가운행을중단하는등규모가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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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은 양주시에서 발원하여 의정부를 지나 남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들며, 서울로 유입되어 14개 지류를 합류하여

한강으로유입된다. 서울시내6개구를통과하며자연스럽게구의경계역할을하는가장긴하천이다. 

1972년모습, 중랑천주변충적지는농경지였으나 1970년

대초토지구획정리사업을벌여주거지로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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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모습, 1998년 중랑천 양변에

동부간선도로를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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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모습, 천변에다섯개체육공원을조성하고자연생태학습장도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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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동부간선도로일부를지하화하고둔치에 200㎡규모의친수공원을조성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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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동이름은진관사에서유래한다. 북한산(삼각산) 서쪽 기슭에있는진관사는고려제8대 왕인현종(顯宗)이 왕위에

오르기전대량원군(大良院君)으로있을때자신의목숨을구해준진관조사(津寬祖師)의은혜에보답하고자지은절이다.

1972년모습, 진관동일원은 1971년 7월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건축제한이

적용되어주거환경이낙후되었다. 

2006년 모습, 2002년 10월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일대를

은평뉴타운시범사업지구로지정하고개발에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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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모습, 2008년 6월에 1지구, 12월에 2지구가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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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3.494,215㎢규모의신시가지형으로개발되어3개지구로조성된주거도시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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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이씨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리라'는 비기설(秘記說)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한양 삼각산 아래 이곳에 오얏

나무가 무성하다는 말을 듣고 오얏나무를 베는 벌리사(伐李使)를 보냈다. 이로부터 이 마을을 벌리라고 하다가 번리

(樊里)가되었다. 

1972년모습, 번동은오패산능선을경계로미아동과인접하고북동쪽에우이천을끼고있는쾌적한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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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모습, 번3동오패산옆에 1987년 4월종합휴양업제1호종합위락시설인드림랜드가문을열었다.



2009년모습, 2008년문을닫은드림랜드자리에공원, 문화센터, 호수, 산책로등을갖춘북서울꿈의숲으로 2009년 10월개장하였다.

226



2012년모습, 북서울꿈의숲은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에이어서울에서4번째로큰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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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초까지만해도구로동은원주민이거의없었고, 도심지재개발로인해이주해온사람들이난민촌을형성했다.

전체면적의90%가국유지일정도로변두리였다. 산업단지가조성되어수출한국의전진기지역할을톡톡히해왔다.

1972년모습, 1964년에구로동과가산동일대가국가산업단지로지정되어 1965년 3월 1단지건설에착공하였다.

2. 강남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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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모습, 디지털단지오거리주변에가산디지털1단지, 안양천변에가산디지털2단지가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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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모습, 2000년대중반들어 IT산업으로재편성되면서기존공장들이철거되고벤처빌딩이들어서면서 IT벤처타운으로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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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0월, 구 경성제국대학 건물에 국립서울대학교가 9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개교하였다. 초대 총장에 앤스

테드(H. B. Ansted)가취임하였다.

1972년모습, 1970년부터 8군데에흩어져있는캠퍼스를통합하기위하여관악산에캠퍼스조성에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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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모습, 의학계와농과계를제외한모든단과대학과대학원들이관악산캠퍼스로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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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모습, 2003년 1월 미술관을 준공

하고, 2월에 수원에 있던 농과대학ㆍ수의

과대학을, 9월에 생명과학대학을 관악캠퍼

스스로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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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습, 낙성대 부근에서 관악산

제4야영장 아래까지 캠퍼스 규모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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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은갈대가우거진침수지대로목초가무성하여말을방목하는목장으로이용되어서목동(牧洞)이라하다가목동(木洞)

으로변하였다. 1925년 대홍수이후안양천제방공사로많은농경지가조성되었으며, 1980년부터목동신시가지사업이

추진되어대규모아파트단지가들어섰으며, 2000년대들어방송타운을형성하였다.

1972년 모습, 안양천 제방 위에는 1960년대 이후 도심지역 철거민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빈민들로 이루어진 빈민촌이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 조성

으로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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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모습, 1980년부터 1988년까지양천구목동과신정동일대에대규모주택단지인목동신시가지가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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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모습, 안양천변 목동교 남단에 주경기장, 야구장, 다목적경기장, 실내빙상장으로 구성된 목동종합운동장이 1989년 11월

개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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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모습, 목동운동장 인근 오목공원을

둘러싸고 1992년 CBS 방송국이, 1998년

한국방송회관이 들어서고, 1994년 SBS가

신사옥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일대가 방송

타운을형성하였다.



2012년모습, 목동신시가지건설과함께양천구청, 양천경찰서, 서울남부지법등관공서가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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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서울시항공사진40년의발자취

1장. 서울시항공사진업무도입과제도

2장. 서울시의항공사진촬영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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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울시항공사진업무도입과제도

1. 항공사진의국내도입

우리나라에 항공사진이 처음 소개된 건 1945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부터이다. 미군은 1910년에서

1918년까지일본의토지조사사업을통해제작된 1:50,000 지형도에서얻은기준점을이용하여북위 40도

까지항공사진을촬영하였다. 1946년에는일본에주둔하던미군공병측지대대(測地大隊)가 1954년까지우리

나라전역의지형도와 1:25,000 시가도를제작하였다. 이시기에는정부기관이나민간모두지도제작능력이

전무한상태여서미군의협조를얻어지도제작에극히제한적으로항공사진을이용하였다. 

1957년국방부지리연구소가창설되어측지업무를전담하다가1961년내무부산하기관으로설립된국립건설

연구소로이관되었다. 1962년 5·16이후국토개발사업이추진되면서항공측량기술이절실했으나, 기술과

장비도입, 재정확보에어려움이있어지지부진하고말았다.

우리나라항공사진측량기술은1965년에시작한한국·네덜란드협동항공사진측량사업과1974년국립지리원

(국토지리정보원으로명칭이변경) 설립이기술발전의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이후국립지리원에서는1981

년부터 1985년사이에천문측량을통하여우리나라경도와위도원점을설치하였으며, 1987년에는과거에

측정한우리나라 1등, 2등수준망을동시에조정하였다. 현재는항공사진측량기술이급속히발전하여각종

국가기본도를항공사진측량방법에의해우리손으로직접제작할수있게되었다.

2. 서울시항공사진측량도입배경1)

가. 무허가건축물난립과도시슬럼화

1960년대 이후급속한도시화를겪으면서광범위한이농으로인한인구의도시집중은일자리의부족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부족이라는심각한도시문제를낳았다. 이에더하여적극적인사회복지정책마저마련

되지않았기때문에도시로내몰린대다수이농민들은도시빈민층을형성하며자신의생계및주거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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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해결해야만했다. 그결과이들이집단적으로유휴토지를무단점유하고불법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

도시곳곳에무허가정착지를조성하였다. 특히서울은 1960년대에전체도시이입인구의 65%를차지하는

등 수위도시화의 전형적인 지역이었다. 또한 전국 도시 무허가 불량주택의 60% 가량이 집중해 있었으며,

1970년대에 전체 주택대비 무허가 불량주택의 비율이 20~30% 수준에 달해 인구과밀로 인한 상하수도,

치안, 방역등의많은문제를발생시켰다. 이에 1971년 12월 19일무허가건축물근절을위한대통령특별

지시에따라항공사진측량이도입되었다.

나. 그린벨트유지관리의필요성

1971년 1월 19일 3차전부개정된도시계획법은개발제한지역을지정하는조항을두면서그린벨트제도를

만들었다.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건전한생활환경확보와안보상도시개발을제한할수있게하는것으로그린벨트지역에는주택지

및공업용지등을조성할수없도록제한하였다. 그린벨트지정은1971년 7월30일서울을필두로시작하였

으며,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6개위성도시를총망라한68.6㎢지역이개발제한구역이되었다. 그밖에도부산, 대구등13개

도시에그린벨트가지정되었다. 서울시는그린벨트지정과시기를같이해서항공사진측량을도입하여그린

벨트를유지관리하는데기여해왔다.

3. 서울시조직과인적구성

1971년 12월 19일 무허가건축물근절을위한대통령특별지시에따라항공사진측량에의한무허가건물

단속계획을수립하고, 그수행을위해1972년9월 1일제2부시장산하주택관리관단속과에지도계, 항측계,

단속계를신설하였다. 

초창기단속과인적구성은지도계5명, 항측계(지상촬영반포함) 20명, 단속계(기동철거반포함) 22명으로

총47명으로구성되었다. 한편, 각구청에는주택과에단속계를두고기동철거반259명이배치되었다. 1981년

11월 9일조직개편을통해항측계는단속계로통합되었으며, 무허가건축물및위반건축물단속업무변경에

따라 주택개량과 단속계로, 이후 건축과 정비팀에서 2008년 건축기획과 건축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현재항공사진측량분야근무인원은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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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창기장비현황

가. 신진에이스15대

신진에이스는초창기트럭으로신진자동차가도시내상품과소화물운반용으로

생산한캡오버(Cab-over)식 픽업트럭이다. 신진자동차는같은시대기아자동

차의 3륜미니트럭보다많은짐을싣을수있고속도도빨라 1972년까지용달

트럭시장을주름잡았다. 신진에이스픽업트럭은오늘날국내산1톤트럭의개척

차량이었다.

나. 싸이카15대

싸이카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주로 교통단속 업무에 사용하거나 각종 장비를

단 순찰용 모터사이클을 부르는 명칭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싸이카는

이륜차의측차부를뜻하는사이드카(Sidecar)를 줄였거나사이렌(Siren) 또는

사이클(Cycle)과 카(Car)라는 명칭을 합성한것으로 여겨진다. 초창기 불량주

택단속업무에싸이카가등장하였다.

초창기픽업트럭

초창기싸이카

]

주 택
행정과

주 택
개량과

단속과 주택과
주 택
건설과

아파트
관리과

신설기구강화•기구보강
시 : 단속과
구 : 주택과[

주택관리관

5 명

20명 22명

구 청 장

지 도 계 항 측 계

지상촬영반

단 속 계

기동철거반

259명

단 속 계

기동철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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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정공포

무허가건축단속에관한예규(건설부예규제1호, 내무부예규제33호⇒ 95. 2. 25 폐지)

무허가건물전수조사(최초무허가건물관리대장작성)

대통령특별지시에따른무허가건물단속계획수립(항공사진방식에의한단속시작)

신발생무허가건축물단속규정제정시행(예규제292호) ※ 단속대상 : 70. 6. 20이후발생무허가건물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개정(예규제332호) 시행

무허가건물전수조사실시(무허가건물관리대장 2차작성)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시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공포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개정(예규제417호) 시행※단속대상 : 70. 6. 20이후발생무허가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정공포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시달

서울시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개정(예규제495호) 시행

※단속대상 : 1981.12.31 이후발생무허가건물(단, 연면적 85㎡이하주거용건축물은 82. 4. 9 이후)

⇒ 단속대상변경에따른사실상기존무허가건축물단속제외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개정(예규제508호) 시행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종합지침시달

항공사진판독및정리지침시달(주개30423-1881)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개정(예규제594호) 시행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폐지(예규제661호)

⇒ 단속지침폐지(건교부98.7.4 법령미근거행정규제정비방침)

⇒건축법제78조4항 규정에의거매년초수립하는무허가건축물지도·점검계획에‘기존무허가건축물’을정비

보류대상으로분류하여단속제외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업무처리기준시달 (재개58554-3307) ⇒ 2011.5.18. 개정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재개58554-391)

⇒ 기존 무허가 건물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로

서민생활의안정과생활편익을도모하는데있음

항공사진판독및정리지침(재개58554-398) ⇒ 2009.417. 개정

항공사진판독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 이지침은항공사진의촬영및판독에대한조사와정비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기존무허가건축물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

⇒ 이기준은서울특별시자치구의기존무허가건축물에대하여통일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하기위함을목적으로

한다.

1962

1965. 1. 12

1970. 6. 20

1971. 12. 19

1975. 7. 01

1976. 5. 12

1979. 3. 6~1979. 4. 25

1980. 11. 21

1981. 12. 31

1982. 3. 5

1982. 4. 8

1984. 10. 19

1987. 11. 30

1988. 9. 30

1988. 11. 14

1991. 12. 01

1994. 11. 05

1999. 2. 28

2000. 11. 17

2001. 2. 8

2001. 2. 8

2009. 4. 17

2011. 5. 18

연도

표1 _ 관련법령및근거

법령및근거



2장. 서울시의항공사진촬영과활용

1. 디지털카메라종류와촬영방식

디지털카메라는초기구입비용이비싸지만, 중복도에따른추가비용이들지않고GPS 수신과연동이가능

하며, 아날로그카메라에비해일기에영향을덜받는다는장점이있다.

대표적인항공사진측량용디지털카메라로는Pushbroom 방식의ADS와Frame 방식의DMC, UtraCam이

있다. 

2. 서울시항공사진촬영현황

1971년 12월 19일항공사진을최초로촬영하였으며, 연간평균촬영횟수는1970년대는3회, 1980년대이후에

는2회, 2010년부터1회씩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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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측량용카메라발달과정 디지털카메라종류와촬영방식

Pushbroom 방식 Frame 방식

ADS40
DMC UltraCam

아날로그카메라 디지털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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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1차 1회 4,650 1971.12.19~1972.02.24 1988년-1차 42회 1,711 1988.03.21~1988.06.23

1972년-2차 2회 1,083 1972.04.20~1972.05.09 1988년-2차 43회 1,719 1988.11.05~1988.12.21

1972년-3차 3회 1,622 1972.07.20~1972.09.08 1989년-1차 44회 1,978 1989.04.24~1989.05.27

1972년-4차 4회 2,653 1972.10.16~1972.12.19 1989년-2차 45회 1,784 1989.10.05~1989.12.12

1973년-1차 5회 3,278 1973.03.03~1973.03.31 1990년-1차 46회 1,675 1990.08.09~1991.03.02

1973년-2차 6회 2,827 1973.06.25~1973.08.15 1991년-1차 47회 1,645 1991.08.27~1991.09.23

1973년-3차 7회 1,523 1973.10.08~1973.10.15 1991년-2차 48회 1,944 1991.11.20~1992.03.09

1974년-1차 8회 1,511 1974.03.13~1974.04.12 1992년-1차 49회 1,640 1992.06.15~1992.08.26

1974년-2차 9회 1,720 1974.07.15~1974.08.30 1992년-2차 50회 1,912 1992.11.17~1993.01.28

1974년-3차 10회 1,604 1974.10.20~1974.11.07 1993년-1차 51회 2,004 1993.05.23~1993.08.30

1975년-1차 11회 1,535 1975.03.08~1975.04.03 1993년-2차 52회 1,943 1993.10.12~1993.12.13

1975년-2차 12회 1,169 1975.08.22~1975.09.09 1994년-1차 53회 1,475 1994.06.20~1994.08.14

1975년-3차 13회 1,113 1975.10.14~1975.12.24 1994년-2차 54회 1,769 1994.10.18~1994.12.26

1976년-1차 14회 1,517 1976.03.24~1976.04.17 1995년-1차 55회 1,687 1995.06.12~1995.10.27

1976년-2차 15회 1,257 1976.07.09~1976.11.15 1996년-1차 56회 1,767 1996.04.12~1996.09.12

1977년-1차 16회 1,259 1977.02.15~1977.04.15 1996년-2차 57회 1,766 1996.11.18~1996.12.27

1977년-2차 17회 1,216 1977.07.14~1977.09.08 1997년-1차 58회 1,756 1997.05.28~1997.09.03

1977년-3차 18회 1,186 1977.11.28~1977.12.12 1997년-2차 59회 1,776 1997.09.11~1997.11.19

1978년-1차 19회 1,354 1978.02.18~1978.04.23 1998년-1차 60회 1,878 1998.05.09~1998.06.10

1978년-2차 20회 1,265 1978.09.11~1978.10.14 1998년-2차 61회 1,831 1998.10.08~1998.11.08

1978년-3차 21회 1,175 1978.11.22~1978.12.19 1999년-1차 62회 1,887 1999.04.19~1999.05.31

1979년-1차 22회 1,442 1979.03.03~1979.04.10 1999년-2차 63회 1,787 2000.02.17~2000.02.24

1979년-2차 23회 1,320 1979.07.19~1979.09.10 2000년-1차 64회 1,757 2000.08.17~2000.09.19

1979년-3차 24회 1,266 1979.11.14~1979.12.15 2000년-2차 65회 2,008 2001.03.11~2001.04.18

1980년-1차 25회 1,432 1980.03.12~1980.04.01 2001년-1차 66회 1,873 2001.08.01~2001.10.29

1980년-2차 26회 1,268 1980.07.31~1980.09.26 2001년-2차 67회 1,955 2002.02.03~2002.04.03

1980년-3차 27회 1,267 1980.11.15~1980.12.19 2002년-1차 68회 1,728 2002.09.06~2002.09.23

1981년-1차 28회 1,316 1981.04.03~1981.06.01 2002년-2차 69회 2,677 2003.01.25~2003.05.26

1981년-2차 29회 1,401 1981.11.06~1981.11.24 2003년-1차 70회 1,950 2003.11.22~2004.01.03

1982년-1차 30회 1,861 1982.04.12~1982.05.08 2004년-1차 71회 1,868 2004.03.31~2004.06.28

1982년-2차 31회 1,850 1982.10.06~1982.11.03 2004년-2차 72회 1,951 2004.10.15~2004.10.30

1983년-1차 32회 1,850 1983.04.20~1983.05.25 2005년-1차 73회 1,863 2005.05.02~2005.06.05

1983년-2차 33회 578 1983.10.29~1983.12.18 2005년-2차 74회 1,961 2005.10.30~2005.11.12

1984년-1차 34회 1,857 1984.03.12~1984.04.23 2006년-1차 75회 1,990 2006.04.06~2006.07.04

1984년-2차 35회 1,862 1984.10.07~1984.11.02 2006년-2차 76회 2,039 2006.11.23~2007.01.19

1985년-1차 36회 1,901 1985.03.30~1985.05.30 2007년 77회 1,868 2007.10.12~2007.12.09

1985년-2차 37회 1,903 1985.10.02~1985.12.09 2008년 78회 1,761 2008.10.01~2008.12.30

1986년-1차 38회 1,700 1986.03.31~1986.06.14 2009년 79회 1,694 2009.10.15~2010.01.22

1986년-2차 39회 1,716 1986.10.19~1986.12.01 2010년 80회 4,586 2010.05.17~2010.10.23

1987년-1차 40회 1,733 1987.04.04~1987.05.16 2011년 81회 4,454 2011.03.28~2011.07.05

1987년-2차 41회 1,917 1987.10.05~1988.01.20 2012년 82회 1,953 2012.03.07~2012.07.05

소 계 67,957 소 계 81,270

촬영년도 횟수 매수 촬영기간 촬영년도 횟수 매수 촬영기간

표2 _ 서울시항공사진촬영현황 항공사진총물량 149,227매 칼라촬영 21,31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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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사진발급민원서비스

항공사진발급은항공사진을필요로하는시민들에게일정한수수료를받고제공하는서비스이다. 서울시는

특정지역을제외한항공사진을1971년부터매년촬영하여보관, 관리하고있다.

서울시항공사진은인터넷검색포털사이트나타기관에서제공하는자료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높은

해상도로과거의서울모습을확인할수있어학술연구, 분쟁, 재산관련증빙자료등으로쓰이고있으며관심과

활용도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이에서울시는대외비로관리해오던항공사진을2003년부터민원인에게공개하기시작하였다.

2009년7월에는그동안항공사진발급서식이없어항공사진만확대(인화)하여제공오던방식에서전국최초로

항공사진에인증문안과전자관인을날인하여발급하도록민원서비스를개선하여시정의신뢰도향상및타

기관에비해양질의서비스를시민에게제공할수있게되었다.

또한, 민원인이 항공사진을 신청하려면 초기에는 담당부서인 건축기획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납부해야했지만, 2012년 2월부터항공사진서비스(http://aerogis.seoul.go.kr)를 개시함에따라

인터넷상에서도사진열람및발급신청이가능해졌다. 항공사진제공법정처리기한은신청매수에따라 10매

이하는7일, 11매이상20매이하는14일, 21매이상은21일이다. 그러나서울시는10매이하의경우3일이내로

처리하여발급기한을단축신속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4 _ 항공사진신청·교부절차

서울시방문
(건축기획과)

<방문신청>

➞
위치확인& 
신청서작성 ➞

신청서접수&
수수료납부 ➞

사진제작& 
처리완료 ➞ 사진수령

항공사진서비스
웹접속

<인터넷신청>

온라인상처리

➞
위치확인& 
신청서작성 ➞

신청서접수&
수수료납부 ➞

사진제작& 
처리완료 ➞ 사진수령

2011 1,418

2010 1,544

2009 1,189

2008 897

2007 750

자치구, 관계기관등제공별도

연평균 2,500매제공

구 분(년)

표3 _ 항공사진제공서비스현황

제작사진 (매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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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는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5조에 따라원본크기항공사진은 1매당 1만

원, 확대항공사진과양화필름은1매당각2만원이다.

4. 서울시항공사진활용

가. 항공사진측량정보의다양한활용

항공사진은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1971년부터매년3회~1회씩촬영을해오고있으며, 항공

사진자료는도시의역사기록자료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 공정한행정을위한자료및건축물

무단증개축으로인한건축물안전관리, 각종보상및도시계획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항공사진은다른자료에비해시각적효과가뛰어나현재다양한GIS 시스템에활용하고있다. 항공사진웹

서비스, 서울특별시항공사진서비스, 서울시 3차원공간정보시스템등항공사진을직접적으로서비스하는

시스템을기반으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지반정보관리, 새주소안내, 건축물생애관리시스템, 건축물

대장관리, 지적관련업무등에서도활용하고있다. 또한, 매년갱신하고있는서울시수치지도수정에있어서도

항공사진을이용하여효율적인정보갱신을하고있다.

나. 공간정보시스템활용

공간정보시스템은대부분위치기반서비스로타업무의기반이되고있으며, 공간정보로서항공사진은서울의

미래정보화를위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사진축척 약 1:5,000~7,000 약 1:1,000~1,500 약 1:5,000~7,000

수수료(원) 10,000 20,000 20,000 20,000

구 분
원본크기항공사진
(23㎝×23㎝)

확대항공사진
(30㎝×36㎝)

양화필름
(23㎝×23㎝)

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

표5 _ 항공사진발급수수료(1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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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연도) 서울정보화 기본계획(1999~2002)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2003~2006) u-Seoul 마스터플랜(2003~2006)

비전
손끝으로 이어지는 열린 정보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제

디지털 서울 (lntelligent City Seoul 2006) 비지니스 도시

•행정시스템 및 DB구축 등
•부분적 인텔리전트 도시화

•유비쿼터스 도시 구체화 단계
특징

대민서비스기반 구축 단계
•IT모델 세계화

•U-서비스 중심의 협의적 계획
•정보자원 통합 기반 구축단계

•u-Care

•전자시정 •생활정보화 •u-Fun

분야 •도시정보기반 •산업정보화 •u-Green

•정보생활 •도시기반정보화 •u-Transport

•기업환경 •행정정보화 •u-Business

•u-Governance

목표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구현 질 높은 공간제약 없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창출 u-Healthcare 등 15개 목표

•서울시 비전과의 연계성 확보 및 기본계획의 중심인 삶의 질과 경쟁력 강화 (시민 행복과 글로벌화는 정보화기본계획조례와 시정목표의 중요사상)

•정보화 기본계획의 지속적 방향성 및 일관성 유지 (차별성 있게 추진한 민선 4기 U-서비스 중심 계획의 한계성 도출 : 실행률 72.4%)

구 분 민선 4기민선 3기민선 2기

표6 _ 정보화기본계획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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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보화추진목표 |

비
전

목
표

및

분
야

전
략

과
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스마트 서울
(Smart Seoul 2015)

지능형
정보활용
(Smart Life)

시민소통
미래시정
(Smart Gov)

스마트
녹색도시

(Smart Space)

글로벌
창의경제

(Smart Economy)

•스마트인프라확충
•스마트정보격차해소
•지속가능복지실현

•온라인시민소통
•시민공감맞춤행정
•스마트정보보안

•시민이안전한서울
•에너지절약형도시
•스마트도시생활

•서울형지식서비스산업
•공공정보개방신성장
•IT서울세계리더십

스마트 정보화로 세계1위 ICT 수성과 세계 5위 도시경쟁력 달성

●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로 전달방식과 속도 혁신

●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지원을 위한 정보 통합관리

● 스마트 서울로의 미래 정보인프라 지능화 추진

● 정보의 경제가치 증대와 글로벌 ICT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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