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건 축 선 언

건축은 우리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수단입니

다. 그런 건축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꽃피우는 씨앗이며, 미래의 후손에게 

전해야할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이며, 천혜의 자연환경

을 가진 생태도시입니다. 또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일 뿐 아니

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세계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 서울의 건축은 성장의 명분과 개발의 프레임에 갇혀 서울의 빛나는 

가치를 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규모 개발과 급속한 건설로 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지웠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양적 공급에 몰두한 결과 획일화된 아파트들은 우리 

삶을 규격화하고 고유한 도시풍경마저 훼손하였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에 대한 집착

은 지역 공동체의 공공성을 약화시켰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에 소홀

했습니다.

서울은 인구 성장의 정체, 가족 구성의 변화, 산업 구조의 재편,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 등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초고속 스마트 환경의 시대, 복지와 생

태가 중요한 화두가 된 이 시대는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지속으로, 

채움에서 비움으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공동체의 지속적 문화와 도시의 영속적 역사환경

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건축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욱 아름

다운 서울을 남겨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신성한 약속입니다.



<서울 건축선언 조문>

① 서울의 모든 건축은 시민들 모두가 누리는 공공자산입니다.(공공성)

- 모두가 즐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유의 건축, 공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② 건축은 도시 속에 더불어 존재합니다.(공동성)

- 소통하고 접속하는 열린건축과 함께 배려하는 돌봄의 건축을

만들겠습니다.

③ 건축은 우리 삶을 지속케 하는 가장 중요한 거처입니다.(안전성)

-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건축을 만듭니다.

④ 건축은 우리의 후손이 다시 사용하는 자원입니다.(지속성)

- 자원의 재활용과 에너지의 절약을 통해 시민들의 삶터를 맑고

건강한 환경으로 가꿉니다.

⑤ 건축은 스스로가 삶의 이야기입니다.(자생력)

- 작은 필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건축적 노력들을 소중한

가치로 삼아 튼튼한 서울의 기초를 쌓겠습니다.

⑥ 건축은지난삶을저장하여기억하게하는가장중요한현장입니다.(역사성)

- 역사도시의 유산을 계승하는 품격있는 건축을 만듭니다.

⑦ 건축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문화적 바탕입니다.(보편성)

- 세계적 보편성 속에 개성과 다름이 공존하는 세계 도시의 건축을

만듭니다.

⑧ 건축은 시대가 빚는 창조적 산물입니다.(창의성)

- 우리의 삶을 빛내는 창의 건축의 바탕을 확립합니다.

⑨ 건축은 여러 주체들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공동의 생산물입니다.(협력성)

- 건축주․건축가․시공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합리적 건축의

장을 만듭니다

⑩ 건축은 결국 그 시민과 사회의 얼굴입니다.(거버넌스)

- 창발과 협력이 이끄는 시민의 건축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