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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광장 등과 같이 기반시설이라고 불리는 도시공간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넓은 도로 중 하나였던 세종대로가 보행자에게 일부 자리를 내어준 광화

문광장으로 바뀌었고, 아스팔트 바닥의 드넓은 여의도광장은 도심속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변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기피시설이었던 난지도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이처럼 자동차를 위한 공간에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인공구조물에서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바뀌는 도시공간의 변화에서 도시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squares is unveiling substantial changes. Sejong-daero which used to be the widest road in Seoul has been 

transformed into Gwanghwamun Square, yielding some of its space to pedestrians and the extensive Yeouido Square with asphalt flooring has been 

converted into a park offering leisure space in the heart of the city. Besides, Nanjido which used to be a landfill that people used to evade has completely 

metamorphosed into a park that people now frequently visit. As such, converting space for vehicles into space for people and transmuting artificial structure 

into environment-friendly rest area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pursued by the city.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희 정 / Hee Chung Le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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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오랜 전통을 가진 역사도시이며,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거대도시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경제적, 문화적 거점이 되는 국제도시입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울은 수많은 건축물들, 그들을 연결해주는 도로와 광장, 그 가운데 숨결을 터주는 공원들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서

울을 감싸주는 자연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서울은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기 시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모습이 바뀌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시

경관의 변화과정을 1995년부터 5년 주기로 기록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서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도시경관의 모습과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조

명해 보기 위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600년 전 조선의 도읍지로서 서울의 중심거리 세종로와 광화문광장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도심 속의 조선시대 고

궁들은 옛 모습을 되찾아가며 이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산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청과 명동 등 서울의 중심부에서는 근대화 시기의 이국적인 건축물들

과 초현대적 건축물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청계천과 옛 동대문 운동장은 도시의 미래를 밝혀주는 랜드마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와 

테헤란로는 고층건물 숲의 거대도시로 바뀌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합운동장과 월드컵 경기장은 세

계 속의 서울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개최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장소로 바뀌었고, 잠실과 삼성동의 크고 아름다운 마천루는 서울시민의 새로운 문화공

간의 아이콘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천 년간 변하지 않고 서울을 묵묵히 감싸주는 산들과 역사의 흐름을 함께 흘러온 한강은 가장 소중한 서울

의 도시적 자산이자 도시 경관의 주요 축입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도시적 역사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Old & New’책

에 그 역사의 사진들과 글에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시민들은 서울 곳곳의 장소와 거리, 건축물들의 소중한 역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제 서울은 급변하는 사회와 도시 여건의 불확실성과 역동성에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서울을 방문할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서울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이 책자는 서울에 중요한 의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Seoul is a historic city with a long tradition, a massive city where the population of 10 million people reside and is simultaneously an international city 
transforming into the economic and cultural foothold of the world beyond the Republic of Korea.   

Amidst the flow of long history, Seoul has been comprised of countless number of buildings, roads and squares connecting them and parks, 
making room for the wave of breaths. Furthermore, it is surrounded by nature that invariably stands by the city at all times. Seoul has transformed 
faster than ever before dur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ge, after the Joseon Dynasty. Seoul City has been recording such transformation 
progress of the city landscape every 5 years since 1995. In addition, it has led to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in order to illuminate the potentials of 
Seoul as well as the transition images of the city landscape amidst the growth process of Seoul.  

As the capital of Joseon 600 years ago, the central street of Seoul, Sejong-ro and Gwanghwamun Square transformed from a vehicle-centric area 
to a people-centric one over the past decades and as the ancient palaces in the heart of the city dating back to the Joseon Dynasty recovered its 
past looks, they have become a resting area as well as a living educational venue for citizens. In the center of Seoul such as Seoul City Hall and 
Myeongdong, exotic buildings of the modernization era as well as ultra-modern buildings can be appreciated and Cheonggyecheon as well as the 
former Dongdaemun Stadium have been reborn as landmarks destined to shed light on the future of the city. Yeouido and Teheran-ro have evolved 
into an enormous city of skyscrapers, growing from the center of South Korean economy to the center of world economy. Seoul Sports Complex 
and World Cup Stadium have turned into a symbolic venue exhibiting the pride of hosting an international event of Seoul in the world while the huge, 
beautiful skyscrapers of Jamsil and Samseong-dong are becoming the icons of a new cultural space for Seoul citizens. Above all, the Han River, 
flowing with the time of history along with the mountains, has silently embraced Seoul for thousands of years while remaining unchanged.  

All this urban history that Seoul encompasses embodies transformation from the center of Republic of Korea to the center of the world and to a 
people-centric city. The images and writings of that history have been recorded in this book, ‘Old & New’. Through this book, the citizens would be 
able to reminisce the precious historical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places, streets and buildings located all over Seoul. Now, Seoul is preparing 
against the uncertainty and dynamic changes of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city conditions. This book would also b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promote the true aspects of Seoul to the countless number of visitors who would be visiting Seoul. I believe that this book, carrying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Seoul, would become an important significance to Seoul.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희 정 / Hee Chung Le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SEOUL Old & New」 편찬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600년 넘는 유구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

시입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서울의 건축물, 거리, 공원, 남산, 한강 등 도시의 경관을 이루고 있

는 다양한 공간들이 계속 변화하며 세계 속의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1995년부터 5년마다 변

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고스란히 사진에 담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어느덧 20여년이 

흘러 또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변화모습을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시민들과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곳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며 지나온 시간만큼 사진을 통해 서울의 많은 이야

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소중한 기록입니다. 

도시 형태와 경관 『Old & New』 을 통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을 보

다 잘 이해하고 서울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사

문화자원을 잘 보존하면서 서울만의 문화와 디자인으로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eoul,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beautiful city where the history of over 600 years 
and the heavenly-gifted natural environment strike harmony. Amidst its long history, a variety of 
places constituting the landscape of the city such as the buildings, streets, parks, Namsan, Han 
River and more are experiencing incessant changes, growing into an attractive city of the world.  

In order to cherish every little change as such, Seoul City has been recording the looks of Seoul 
in images every 5 years since 1995. Over 20 years have passed and now, that has become 
another history in itself. Recording the transformation of Seoul periodically is an extremely 
significant thing and it will become a precious asset to the citizens as well as descendants.  

People would be able to examine how much a certain place in Seoul has changed over time and 
read the numerous stories of Seoul through the images. This book is a priceless documentation 
containing all these processes.  

Through Urban Form and Landscape, ‘Old & New’, I hope that the citizens as well as foreigners 
visiting Seoul would be able to understand Seoul better and expect that it would be valuable in 
finding the attractiveness of Seoul. Moreover, I hope that th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would be well preserved,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enhancing the attraction of Seoul as a 
unique culture and design of Seoul and to eleva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put in considerable efforts for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so far.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Won Soon Park Mayor of Seoul Metropolitan City

「SEOUL Old & New」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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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광장 등과 같이 기반시설이라고 불리는 도시공간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넓은 도로 중 하나였던 세종대로가 보행자에게 일부 자리

를 내어준 광화문광장으로 바뀌었고, 아스팔트 바닥의 드넓은 여의도광장은 도

심속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변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기피

시설이었던 난지도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이처

럼 자동차를 위한 공간에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인공구조물에서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바뀌는 도시공간의 변화에서 도시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squares is unveiling substantial 

changes. Sejong-daero which used to be the widest road in Seoul has 

been transformed into Gwanghwamun Square, yielding some of its space 

to pedestrians and the extensive Yeouido Square with asphalt flooring 

has been converted into a park offering leisure space in the heart of 

the city. Besides, Nanjido which used to be a landfill that people used 

to evade has completely metamorphosed into a park that people now 

frequently visit. As such, converting space for vehicles into space for 

people and transmuting artificial structure into environment-friendly rest 

area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pursued by the city.

서울  _  도시형태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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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화문 Gwanghwamun in 2015

광화문 / Gwanghwamun

1395년(태조 4) 9월에 경복궁이 건설될 때 처음 지어졌으며, 원래

는 그냥 정문(正門)이라고 했다가 1425년(세종 7년)에 광화문으로 

개칭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면서 같이 무너

졌다. 이후 273년간 공터로 있다가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1865년 재건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경

복궁 앞뜰을 때려 부숴 가면서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지을 때 광

화문도 같이 헐릴 예정이었으나, 수많은 반발에 부딪혀 광화문은 

일단 보존되었다. 단,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총독부 건물을 가로

막으면 안되었기에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건춘문 북쪽으로 해체 

이전해버렸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원래 광화문과 다르게 5도 

가량 동쪽을 바라보도록 각도를 틀어 남산의 조선신궁 쪽을 바라

보도록 만들었다. 

이후에 광화문의 목조 문루 부분은 6.25 전쟁 때 포탄을 맞아 완

파되어 사라지고 석축만 남았다. 그러다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의 지시로 남아있던 석축을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청사) 앞으로 

이전하고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로 문루를 만드는 방식으로 복원

되었다. 그러나 이 복원은 문제가 많아 2006년 철거되었다. 이후 

콘크리트 문루를 철거하고 다시 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광

화문 앞의 월대도 함께 복원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에서 교통 체

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월대 복원에 반대하고 나섰

다. 결국 월대를 복원하는 대신 광화문광장에 월대의 위치를 알

리는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2010년 8월 완공. 15일 광복절에 현

판식이 거행되면서 광화문 복원 공사는 모두 끝났다.

It was first built when Gyeongbokgung Palace was 

constructed in September 1395 (4th year of King Taejo 

reign), and it was originally referred to as Jeongmun (or 

main entrance) but renamed as Gwanghwamun in 1425 (7th 

year of King Sejong reig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it 

collapsed together when Gyeongbokgung Palace was burnt 

down. Since then, it had remained as an empty space for 273 

years until reconstructed in 1865 when Heungsun Daewongun 

rebuilt the Gyeongbokgung Palace. However, when the 

Japanese destroyed the front yard of Gyeongbokgung for 

the building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y also intended to tear 

down Gwanghwamun. Yet, due to numerous oppositions, 

Gwanghwamun was preserved for the moment. 

Still,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elieved 

Gwanghwanun couldn’t block the building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o it was dismantled and 

relocated to the north of Geonchunmun, away from its original 

place. Moreover, unlike the original Gwanghwamu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urned the angle 5 

degrees to the east, constructing it to face the Joseon New 

Palace of Namsan. The wooden gate of Gwanghwamun 

1995년 뒤로 철거중인 총독부건물이 보인다.

The demolition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building in 1995  can be seen at the back.

1960년 경복궁에서 광화문으로 본 장면 (출처 : 서울사진아카이브) 

View of Gwanghwamun from Gyeongbokgung Palace in 1960 (Source : SeoulPhoto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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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constructed later on has completely been destroyed by cannonball during 

the Korean War, leaving behind only the reinforcing stone wall. Then in 1968, the 

remaining reinforcing stone wall was relocated to the front of the central office (former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government office) under the instruction of 

President Park Jung-Hee, and was restored by constructing a gate with reinforced 

concrete over it. However, this restoration had a lot of problems so Gwanghwamun 

was torn down in 2006. Henceforth, the restoration construction took place after 

dismantling the concrete gate. Woldae in front of the Gwanghwamun was also 

supposed to be restored together, but Seoul City opposed the restoration of Waldae 

as it could intensify the traffic congestion. Eventually, instead of restoring the Woldae, 

a marker stone has been installed in Gwanghwamun Square to indicate the location of 

Woldae. It was completed in August 2010. With the signboard hanging ceremony held 

on August 15th, the National Liberation Day, the restoration works of Gwanghwamun 

were officially completed. 



2015년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동상과 북악산 Statue of Lee Sun Shin at Gwanghwamun and Mt. Bugak in 2015 

광화문 광장 / Gwanghwamun Square

광화문 광장은 조선 태조 1394년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정국인 경복궁을 지었다. 그리고 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길의 좌우에 의정부를 포함해 육조 관

아 거리를 건설했다. 이곳은 당시 한양 최고의 길이었다. 

2009년 왕복 20차선이었던 길을 왕복 12차선으로 줄여 그 길을 다시 열었다. 또한 일부 공간을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에 이르는 ‘한국의 대표광장’으로 바꾸

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해 광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공연못과 분수를 설치해 여름철에는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준다. 현재 이곳은 지상 

차도를 없애고, 전면 보행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In 1394 during King Taejo’s reign, Joseon, the capital was moved to Hanyang and the political office of Gyeongbokgung Palace was constructed. 

Then, the Yukjo government office street including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was constructed on both sides of the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 the main gate of the Palace. This place used to be the finest street of Hanyang at the time. In 2009, the street was reopened after 

reducing 20 lanes to 12 lanes. Moreover, a part of the area was  transformed into ‘Korea’s Representative Square’ stretching from Gwanghwamun 

to Cheonggye Plaza. The statue of King Sejong not only plays a pivotal role in the square but the artificial pond and fountain also cool down the 

summer heat for citizens. Currently, the streetway is expected to be entirely converted into a pedestrian-centr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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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동상과 북악산 

Statue of Lee Sun Shin at Gwanghwamun and Mt. Bugak in 2000 



2015년 창덕궁 전경 Aerial view of Changdeokgung in 2015

창덕궁 / Changdeokgung

어떤 유명한 프랑스 디자이너는 한국

에 오면 반드시 창덕궁에 가는데 그 

이유는 창덕궁에 가야 한국을 흠씬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

은 창덕궁이 동북아시아의 궁궐 가운

데에 보기 드물게 친자연적으로 건설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사람들은 경복

궁(1395년)만 중국식을 따르고 두 번

째 궁인 창덕궁부터는 조선식대로 짓

는다(1405년). 옛 한국인들은 건축을 

할 때 자연을 가능한 한 변형시키지 

않고 그 안에 건물을 살짝 ‘얹혀 놓

는’ 것처럼 짓는 것을 좋아했다. 창덕

궁은 바로 이런 생각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한국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1997년에 세계유산이 된다. 한국의 궁

궐 가운데 세계유산이 된 것은 창덕

궁이 유일하다.

창덕궁의 트레이드마크는 아무래도 

후원이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금원(禁苑) 혹은 비

원 등으로 불렸다. 여기에는 지형에 

따라 연못을 만들고 다양한 집을 지

었다. 이곳을 걷다 보면 내가 시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숲이 울창하고 한적하다.

One renowned French designer 

visits Changdeokgung whenever he 

comes to Korea, claiming that it is 

the only way to fully appreciate the 

country. Having been constructued 

in an eco-friendly way, the palace 

provides a rare sight among the 

Palaces of Northeast Asia. The 

Joseon people applied the Chinese 

style only to Gyeongbokgung Palace 

(1395) and from Changdeokgung, which was the second Palace, it was constructed in Joseon style (1405). The ancient Koreans preferred to 

damage nature to the least extent during construction, by slightly ‘placing’ the building on the natural environment. Having been built with such 

ideas, Changdeokgung was acknowledged for its Korean value and was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in 1997. It is the only Korean palace to be 

listed as a World Heritage. 

Trademark of Changdeokgung would definitely be the Huwon Garden. It was also referred to as ‘Geumwon (Forbidden Garden)’ or ‘Biwon (Secret 

Garden)’ because literally, the entry to this place was not permitted. Here, a pond was created according to geographical features and various 

houses were constructed. The forest is so luxuriant and secluded that walking along this place makes visitors forget that they are actually at the 

center of the city.  

Old & New    I    019018    I    SEOUL

2010년 창덕궁 전경 Aerial view of Changdeokgung in 2010

1995년 창덕궁 전경 Aerial view of Changdeokgung in 1995



2015년 덕수궁 전경 Aerial view of Deoksugung in 2015 

덕수궁 / Deoksugung

원래는 월산대군의 저택이였으나 임진왜란 때 피

난갔다가 돌아온 선조가 도성내의 궁궐들이 모

두 불타버려 거처할 곳이 없자 월산대군의 저택

를 개보수해 임시 궁궐으로 썼다. 선조는 임진왜

란 이후 줄곧 이 정릉행궁에서 거처하다가 중건 

중인 창덕궁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승하했다. 광

해군은 즉위 직후 중건된 창덕궁으로 옮겨갔지

만 정릉행궁에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내려 궁궐로 

승격시킨다. 이후 이곳은 오랫동안 버림받았다가 

고종이 아관파천 후 환궁할 때 경복궁이나 다른 

궁궐들을 놔두고 경운궁에 거처하게 되면서 구한 

말 역사의 중심지로 재등장하게 된다. 고종이 넓

고 좋은 다른 궁궐들을 놔두고 비좁은 덕수궁에 

애착을 보인 것은 러시아 공사관과 거리가 가까

웠기 때문이다. 고종은 석조전과 돈덕전, 정관헌 

등 서양식 전각과 전통적인 동양식 전각들을 세

워 경운궁을 중수하였고 이후 대한제국 멸망까지 

중요한 사건은 경운궁에서 일어나게 되며 고종은 

죽을 때까지 덕수궁에서 지냈다.

지금 현재 덕수궁의 정문은 동문인 대한문(大漢

門), 이전엔 대안문(大安門)이었다. 원래 덕수궁의 정문은 남쪽의 인화문이었다. 그런데 1900년 대안문 앞으로 대로가 생기고 당시 정문인 인화문 통행이 줄어들

자 1904년의 덕수궁 화재 후인 1906년 대안문을 수리하면서 정문으로 삼고 이름도 대한문(大漢門)으로 바꿨다. 덕수궁의 명물하면 돌담길 산책로인데, 옛날에

는 돌담길을 연인이 끝까지 걸으면 헤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는 과거 서울가정법원으로 가는 길목이 이 길을 지나가야만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덕수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한다고 2013년도에 서울시가 발표한바 있다.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한국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궁인데다가 한국 근대

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이니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Originally this was the mansion of Wolsan Daegun but when Seonjo returned after seeking refug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ll the 

palaces inside the castle were burnt, leaving him with no place to stay so the mansion was used as a temporary palace after renovation. Seonjo had 

lived in the Jeongneung Haenggung Palace sinc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ut passed away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Changdeokgung 

reconstruction.

Gwanghaegun moved to Changdeokgung immediately after ascending the throne but assigned the name Gyeongungung to Jeongneung Haenggung, 

elevating its status as a palace. Since then, it was abando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King Gojong’s return to the palace after the Korean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 At that time, the King chose Gyeongungung over Gyeongbokgung and other palaces, putting the palace back 

in the spotlight of history. The reason King Gojong left other more extensive and finer palaces behind and chose rather undersized Deoksugung 

was probably because it was close to the Russian legation. Gojong remodeled Gyeongungung by constructing western and eastern styles of 

royal palaces such as Seokjojeon, Dondeokjeon and Jeonghwanheon and remained there until his death. Gojong remodeled Gyeongungung by 

constructing western and eastern type of royal palaces such as Seokjojeon, Dondeokjeon and Jeonghwanheon and he stayed in Deoksugung until 

his death. Currently, the main gate of Deoksugung is Daehanmun which is the east gate but previously, it was Daeanmun. Originally, the main gate of 

Deoksugung was Inhwamun in the south. However, a boulevard was built in front of Daeanmun in 1990 and at the time, when the passage through 

Inhwamun which was the main gate at the time decreased, Daeanmun underwent repairs in 1906 after the fire in Deoksugung in 1904 and thus, it 

was assigned as the main gate and renamed Daehanmun. The most renowned spot in Deoksugung is the famous stonewall walkway and there used 

to be a saying that lovers would break up if they have walked up to the end of the walkway. This is because in the past, people had to pass this 

walkway in order to go to the Seoul Family Court. 

Moreover, in 2013, Seoul City announced that it plans to register Deoksugung as a world heritage. As a palace in East Asia with a blending of the 

Korean and western styles of architecture, it takes up a critical place in  Korean modern history so as to be sufficiently qualified for th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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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덕수궁 전경 Aerial view of Deoksugung in 2000 



2015년 반포동에서 바라본 남산 Namsan Mountain seen from Banpo-dong in 2015  

남산 / Namsan Mountain 

서울특별시에 있는 산으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있다. 높이는 해발 262m. 그 뜻은 앞산을 뜻하는 것으로 유래는 조선시대의 궁궐인 경복궁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있는 산이 

이 남산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등 뒤에 있는 북악산은 백작으로 대우한 반면 왕이 남면(南面)하는 남산은 왕과 동격으로 대우했다. 원래 남산 일대는 조선시대 때 도성을 수비하는 군대가 

훈련을 하는 곳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남산에는 통감부 건물(1926년부터 총독부가 경복궁에 신축되면서 과학관으로 쓰였다)

과 통감 관저(구 주한일본공사관)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경성에서 사는 일본인들의 집단 거류지가 있어 왜성대라 불렸다. 또한 일제는 풍수상 서울의 중심을 남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산에 조선의 기를 누른다는 의미에서 남산의 자연을 크게 훼손한다. 

훼손당한 산의 공터를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남산 식물원, 백범공원 등의 시설이다. 그러나 1961년 중앙정보부가 들어서면서 남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서기 시

작한 데다 이후 남산 외인아파트, 숭의초/숭의여중/숭의여고/숭의여대, 남산아파트, 리라초등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경관 파괴라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1991년부터 ‘남산 제

모습 갖추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1995년 안기부 이전과 1996년 안기부 별관건물 철거, 그리고 필동에 있었던 수도방위사령부를 이전해 남산

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남산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As a mountain located in Seoul City, it lies at the boundary of Jung-gu and Yongsan-gu. It is 262 meters above sea-level. The name, signifying the front mountain, 

dates back to the Joseon Dynasty because the Namsan Mountain was seen from Gyeongbokgung Palace. 

In Joseon Dynasty, Bugaksan Mountain that was located behind the back of the King was considered as Earl while Namsan Mountain was treated equally with the 

King because the King engaged in national affairs facing south. Initially, the entire area of Namsan Mountain was a training ground for the army that used to defend the 

capital during the Joseon Dynasty. Before the new government building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established in Gyeongbokgung Pala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re was the Residency-General building (From 1926 it was used as a Science Center whe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was newly 

constructed in Gyeongbokgung Palace) as well as an official residence of command (former Japanese Embassy in Korea) and as there was a settlement of Japanese 

living in Gyeongseong around it was called Waesungdae. Furthermore, since the Japanese considered Namsan Mountain as the center of Seoul under Feng Shui 

beliefs, they damaged substantial part of Namsan Mountain, believing that it would suppress the mountain’s energy or ‘chi’ of Joseon. 

Facilities such as Namsan Botanic Garden and Baekbeom Park have been constructed as part of the initiative to use the empty space of the mountain that had been 

ruined. However, in 1961, when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moved in, negative images towards Namsan Mountain were created and following criticisms claiming that 

Namsan Woein Apartment, Soongeui 

Elementary School/ Soongeui Girls 

Middle School/ Soongeui Girls 

High School/ Soongeui Woman’s 

University, Namsan Apartment and 

Lila Elementary School destroyed the 

landscape, Seoul City implemented 

a project named ‘Conserving the 

original shape of Namsan Mountain’. 

Namsan Mountain was able to regain 

its original shape with the demolition 

of Namsan Woein Apartment in 

1994, relocation of National Security 

Agency in 1995, relocation of National 

Security Agency’s Annex Building in 

1996, relocation of Capital Defense 

Command that used to be in Pil-

dong and construction of Namsan 

Hanok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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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폭파, 해체되기 직전의 남산 외인 아파트의 모습 (출처 : 경향신문사)

Namsan Woein Apartment immediately before explosion and dismantle in 1994. (Source : Kyunghyang Shinmun)



2015년 숭례문 Sungnyemun in 2015

숭례문 (남대문) / Sungnyemun (Namdaemun)

서울의 정문, 국보 1호 숭례문이다. 한양 도성의 남쪽문이자 정문의 역할을 했

던 문으로 한양 성곽과 함께 1396년에 만들어졌다. 조선에서 가장 큰 문으로 

서울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대상이었으며, 지방 사람들에게는 한 번 보고 가

면 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문이었다. 만들어지고 나서 몇 번을 고치게 되는

데, 특히 세종 때 기록에 표현된 대로 ‘신작’, 즉 새로 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인 대규모의 중수를 거치게 된다. 숭례문이 위치한 자리가 낮아 정문으로서 

품위가 없을뿐더러 남쪽 목멱산과 서쪽 인왕산을 연결하는 이곳의 지대를 높

여 경복궁이 아늑한 지세 안에 있게 하자는 풍수지리상의 이유에서이다. 숭례

문은 임진왜란이라는 큰 난리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오다 일제 때

에 이르러 문의 양끝으로 이어져 있던 성곽이 허물어지고 그 옆으로 전차와 

차들이 다니게 되면서 600년 조선 왕조의 정문 역할을 마감하게 된다. 

이후 100여 년 동안 달리는 차들과 높은 빌딩에 둘러싸여 외딴 섬처럼 외롭게 

서 있던 숭례문은 2005년 주변 차로를 정리하고 공원을 꾸미는 공사를 통하

여 다시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2월 화재로 말미암아 

숭례문을 잃어 버렸다. 임진왜란도, 한국전쟁의 난리도 무사히 겪은 이 문이 

한 순간에 재로 변하게 되었다. 2013년 4월 29일 복원공사가 완공되어, 5월 4

일 복구 기념식이 있었다. 일제 때 잘려버린 좌우측 성곽을 복구하는 등 조선 

시대 당시 모습에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Sungnyemun, the main gate of Seoul and National Treasure No. 1. As a 

south gate and the main gate of capital city, Hanyang, it was constructed 

in 1396 together with the Hanyang fortress. As the biggest gate in Joseon, 

it used to be the pride of Seoul people and a must-see spot for those from 

outside. After its establishment, it went thorough several major repairs thus 

was espeically called ‘Sinjak’, according to the records of King Sejong era 

; in other words, it went through a large-scale repair of similar to the extent 

of new constructions. It was undignified as a main gate since the location 

of where Sungnyemun was placed was low and for the topographical 

divination(feng shui) reasons to make Gyeongbokgung to be in cozy position 

by raising the land of this place that connects Northern Mokmyuksan 

mountain and Western Inwangsan mountain. Despite the great disturbance 

of Japanese Invasion, Sungnyemun was preserved intact but its role as 

the main gate of 600 years of Joseon Dynasty end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hen the fortress walls connecting each end of the 

gate collapsed and as streetcars and vehicles started passing next to it. 

For more than 100 years afterwards, Sungnyemun erected lonely like an 

isolated island surrounded with cars and high-rises and could later been 

seen at a close distance through arrangement of nearby crossroads and 

construction that created a park. However, due to the fire that occurred 

on February 2008, Sungnyemun was lost. This gate that had endured 

throughout Japanese Invasion and Korean War safely turned into ashes in a 

moment. The restoration ceremony was held on May 4th as the restoration 

construction has completed on April 29th, 2013. It resembles the look of the 

Joseon Dynasty by restoring left and right fortress walls that had been cut 

during the Japanese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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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중수공사를 마친 숭례문 ( 출처 : 서울사진아카이브) 

Sungnyemun after the remodeling construction in 1963 (Source: Seoul Photo Archives)

1975년 숭례문 (출처 : 국가기록원) Sungnyemun in 1975 (Source :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95년 숭례문 Sungnyemun in 1995 



2015년 태평로 전경 Aerial view of Taepyeong-ro in 2015 

태평로 / Taepyeon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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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태평로 전경 Aerial view of Taepyeong-ro in 1995 

태평로는 남대문 서북쪽 현 대한상공회의소가 들어서 있는 부근에 태평관이 있었던 데서 유래되었다. 태평관은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명나라 사신이 머물던 숙소였다. 

종로구 세종로에서 중구 봉래동에 이르는 길로 폭 50m, 길이 1,600m이며 세종로와 이어진 간선도로로 강북에서는 세종로 다음으로 넓은 길이다.

태평로지역은 서울의 도심부를 형성하는 업무지구로서 정치, 문화의 중추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로, 고급상품 중심의 명동 및 을지로, 금융가인 남대문로와 통한다. 태평로와 

이어지는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는 조선시대 사부학당의 하나인 서학과 서학현이 있었으며, 그 일대에는 군기시·예빈시·전도감 등의 조선시대 정부기관이 있었다.

Taepyeong-ro originated from Taepyeonggwan that was located at northwest of Namdaemun near the present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Taepyeonggwan was the accommodation where the Ming Dynasty’s Ambassador stayed from early Joseon Dynasty to Japanese Invasion. This is the main road that 

is connected to Sejong-ro, 50m wide and 16,000m long, stretching from Sejong-ro, Jongro-gu to Bongraedong, Jung-gu and it is the second widest road in Gangbuk 

area, following Sejong-ro. 

Taepyeong-ro region is an office district that forms the central district of Seoul and it trespasses Sejong-ro where pivotal political and cultural institutions are situated 

in, Myeongdong and Eulji-ro which are the center of luxurious products and Namdaemun-ro, a financial district. Near Sejong-ro intersection which is connected 

to Taepyeong-ro, Seohak (Western school) and Seohakhyeon which were one of the Sabu Hakdang (Four districts schools) in Joseon Dynasty used to exist and 

government institutions in the Joseon Dynasty such as Gungisi, Yaebinsi and Jeondogam were located in the vicinity.



2015년 을지로 전경 Aerial view of Euljiro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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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을지로 4가 (출처 : 국가기록원) 

Aerial view of Eulji-ro 4-ga in 1976 (Source :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95년 을지로 전경 Aerial view of Eulji-ro in 1995 

을지로는 고구려 장군으로 중국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살수대첩 612년) 을지문덕 장군의 성에서 유래되었다. 을지

로는 중구 태평로에서 을지로3가를 경유하여 을지로에 이르는 폭 30m, 길이 2,740m의 6차선 도로이며 총 길이는 

3km이다. 또한 이도로 전체 구간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동현 혹은 구리개로 불리던 지금의 

을지로 입구에서 광희문에 이르던 길이었다. 1914년 4월 1일부터 동현을 황금정으로 칭하였고, 1927년에 길은 황금정

통이라 불려졌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명칭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의 명현·명장의 이름을 따서 붙이면서 

을지로로 가로명이 제정되었다. 을지로는 서울의 도심을 동서로 지나는 간선도로이며, 지하철 2호선의 통행노선이기

도 하다. 조선시대부터 많은 정부기관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현재도 많은 업무 빌딩과 시장·상가가 발달되어 있다.

The name Eulji-ro dates back to the surname General Eulji Mundeok, the Goguryeo General who defeated the 

invasion (Great War at Sal River in 612) from the Sui Dynasty, China. Eulji-ro is a 6-lane road that is 30m wide 

and 2,740m long, stretching all the way to Eulji-ro, penetrating Eulji-ro-3 ga from Taepyeong-ro Jung-gu, 

and the total length is 3km. In addition, Subway Line No. 2 trespasses the overall section of this road. Since the 

Joseon Dynasty, this road stretched from the present day entrance of Eulji-ro which used to be referred to as 

Donghyeon or Gurigae to Gwanheemun. From April 1st, 1914, Donghyun was designated as Hwanggeumjeong, 

and in 1927, the road was called as Hwanggumjeongtong.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when amendments 

were made to Japanese style names on October 1st 1946, the name was reenacted as Eulji-ro, named after 

the noted wiseman or renowned general’s name of Republic of Korea. Eulji-ro is the main road that penetrates 

through the center of Seoul from east to west and is also the passage line of subway Line No. 2. Numerous 

government offices have been located here since the Joseon Dynasty and even now, many business buildings, 

markets and shopping malls have developed around the area.  



2015년 명동 신세계백화점 Myeongdong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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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0월 24일 개업한 미쓰코시 경성점을 그 시초로 하며, 해방 이후 동화백화점(東和百貨店)으로 영업하다가, 1963년에 삼성그룹으로 흡수되어 상호를 신세계백화점

으로 바꾸었다. 미쓰코시백화점은 1930년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식 건물로 지어졌다. 그 무렵 이 백화점은 외국에서 들어온 양장, 장신구, 축음기, 바이올린 등의 

신문물이 전시·판매되던 고급스러운 문화의 공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백화점 중 유일하게 본점의 옛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백화점이다. 신세계백화점은 1960년대 초 근

대 백화점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최초의 직영 체제를 확립했다. 우리나라 유통 근대화의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현재 신세계 본점 건물은 국내 최초의 백화점 미쓰코시 경

성지점건물로 고풍스런 옛 건축은 그 역사성의 반증이다.

Dating back to Mitsukoshi Gyeongseong Branch which started business on October 24, 1930, it once operated as Donghwa Department Store after the liberation and   

became a part of Samsung Group and thus, renamed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 1963. In the 1930s, the Mitsukoshi Department Store was built in new architecture 

style with a basement level and four ground levels. Back in those days, this department store was a luxurious cultural space that exhibited and sold new cultural 

products such as western clothes, accessories, phonographs and violins brought in from overseas. This is the only department store in Korea that still uses the old 

building as their main branch store today. In the early 1960s,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troduced the concept of modern department store and established a direct 

management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other words, it prepared a turning point in the modernization of distribution in Korea. Currently, the main branch building of 

Shinsegae demonstrates Korea’s first department store, Mitsukoshi Gyeongseong Branch and the antique architecture is a living proof of history

1966년 신세계백화점 앞 육교 개통식 (출처 : 국가기록원)

Opening ceremony of pedestrian overpass in front of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 1966 

(Source :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95년 명동 신세계백화점 Myeongdong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 1995

1969년 신세계백화점 앞 분수대 (출처 : 서울사진아카이브)

Fountain in front of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 1969 (Source : Seoul Photo Archives) 

2017년 명동 신세계백화점 Myeongdong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 2017



2015년 명동 롯데영플라자 Myeongdong Lotte Young Plaza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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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고바야시 가문은 1921년 일본인 핵심상권이었던 충무로에 현대식 백화점인 조지아(정자옥)을 설립하였고, 이후 크게 성장하여 1939년 현재 이곳에 새로운 

백화점을 신축하였다. 길가에 접한 부분은 곡면으로 2층 이상은 정사각형의 격자형 입구를 두어 당시에는 드문 외관이었다. 해방 후 1954년 대한부동산주식회사가 건

물을 인수 미도파백화점이란 상호로 고쳤다. 1977년과 1994년 등 개보수로 인해 예전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2002년 롯데백화점에 인수 되어 현재의 롯데백화점 영

플라자로 사용되고 있다. 1939년 신축이래로 수많은 리모델링에도 전체의 윤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Kobayashi fami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stablished modern style department sore Chojiya (Jungjaok) in Chungmuro which was a core commercial 

area for Japanese people in 1921, and after its significant growth in 1939, a new department store was constructed here. The part located close to the street 

was a curved surface and it had square grid-shaped entrance for second floor and above, making it a rare sight at the time. In 1954 after the liberation, the 

name was changed to Midopa department store after the Korea Real Estate Corporation had taken over. Through the renovation in 1977 and 1994, a lot of 

its original appearance has disappeared. Following its acquisition to Lotte Department Store in 2002, it is now being used as the Myeongdong Lotte Young 

Plaza. Despite the countless number of renovations since its construction in 1939, the overall outline still remains.   

1970년 미도파 백화점 (출처 : 국가기록원) Midopa Department Store in 1970 (Source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년 명동 Myeongdong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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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동 이름이자, 그 주변 번화가 전

체를 이르는 이름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를 거쳐 현재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쇼핑 스팟으로 진화한 명

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번화가이자 서울의 중심으로 불리우는 곳이다. 

조선시대에 이 지역은 주택지로 밀집을 이루었고, 일제 강점기 때 충무로 

일대를 상업지구로 개발하면서 명동도 점차 상업지구로변모하게 되었다. 

1923년 이후부터 명동은 서울의 번화가가 되었고, 그 후 광복과 6·25사변

을 전후한 시기에 여전히 서울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다. 광복의 환희, 

전후의 허무와 페이소스가 흐르던 이 거리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인들은 명

동거리의 다방과 술집 등에 모여 예술과 인생을 논하며 불운하였던 시대의 

한과 정을 풀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6·25전쟁 직후 정부가 재건을 위한 토지

계획정리추가지구로 결정한 이후부터이다. 1956년 이후 도시재개발로 고

층 빌딩이 들어서고 고급양잠점, 양화점, 귀금속, 대형 백화점, 각종 사무

실, 금융기관의 본사, 쇼핑센터 및 소매전문점들이 밀집되어 내국인은 물

론 외국인들의 쇼핑 관광지로 애용되어 왔다. 당시에 국립극장과 명동성

당·중국대사관·중앙우체국 등 근대건축물과 공공기관이 산재해 있었고 

문인들의 집합소였던 여러 다방들은 음악·미술·문학·사진·연극 등 문

화와 예술의 무대였다. 그 후 이곳은 점차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소비문화의 중심지, 유흥의 거리로 바뀌어 갔다. 현재의 명

동은 거대 쇼핑도시를 연상케하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명동 거리는 지하

철 4호선 명동역에서 을지로, 롯데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약 1km 정도의 거

리를 말한다. 이곳에는 각종 브랜드매장, 백화점, 보세가게 등이 밀집되어 

있다. 유행의 메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보다는 질이 좋은 브랜

드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Myeongdong is the name of a Dong (district) in Jung-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the name that refers to the entire street nearby. In addition, the 

developed star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fter undergoing the reputation for being the center of culture and finance, it has now become Korea’s largest 

main street and the center of Seoul following its evolution into a shopping spot for countless number of visitors. This area was densely comprised of residential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entire area of Chungmu-ro was developed into a commercial district so Myeongdong also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commercial district. Since 1923, Myeongdong became the main street of Seoul and later on, it was still the center of culture and art in 

Seoul around the time of the independence and the Korean War. In this street that was filled with the joy of independence, the post-war emptiness and pathos, 

there is a saying that refined men of Korea gathered in coffee houses and bars of Myeongdong street to vent out the resentment and affection of the unfortunate 

times by discussing about art and life. 

The turning point that helped gain today’s appearance came only after the Korean War when the government decided to additionally designate it as land plan 

rearrangement district for reconstruction. Since 1956, the city has been redeveloped into high rising buildings, and as it was concentrated with luxury tailor’s shop, 

shoe store, jewelry, large department store, various offices, headquarter of financial institution, shopping center and retail store, it was popular shopping attractions 

for both Koreans and foreigners. At that time, modern architecture and government office such as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Myeongdong Cathedral,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entral Post Office were scattered around it and several coffee houses acted as a gathering place for literary people, making it a 

stage of culture and art such as music, art, literature, picture and theater. Gradually this place has become the center of consumer culture and entertainment based 

on significant economic growth. The present-day Myeongdong is an iconic place, symbolizing a giant shopping city. Generally, Myeongdong street refers to about 

1km street that connects from subway Line No. 4’s Myeongdong station to Euljiro and Lotte Department Store. This place is concentrated with various brand shops, 

department store, bonded stores and others. By living up to its reputation as the mecca of fashion trend, various products such as clothes, shoes and accessories 

can be purchased. More high quality brands can be found here than in Namdaemun or Dongdaemun. 

1967년 명동입구 (출처 : 국가기록원) Myeongdong entrance in 1967 (Source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7년 명동 성당 Myeongdong Cathedral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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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문을 연 명동성당은 10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국 천주교의 상징이자 ‘민주화의 성지’였다. 시국미사

가 열리고 공권력에 쫓기는 민주인사들이 최후로 몸

을 기대는 장소였다. 명동성당 입구에는 어디에도 호

소할 곳 없는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들의 농성 천막이 

줄지어 있었다. ‘명동성당을 보존하고 신자와 시민들

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명

동성당 종합계획 공사는 명동성당 들머리의 모습을 

사뭇 바꿔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당 입구 지하에 들어선 

‘1898 명동성당’이다. 성당이 처음 세워진 해를 기념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지하공간은 갤러리와 커피숍, 꽃

가게와 근대 유물전시실 등이 입주했다. 1898이라는 

숫자를 형상화한 간판이 달린 조그만 입구를 지나면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

대한 지하공간이 나온다.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선 

것도 카타콤과는 다른 점이다. 200대 규모의 지하주

차장을 만들어 성당을 찾는 차량들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나 성당 균열 등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했다. 거대

한 지하공간 위 소박한 진입로는 명동성당 건축 당시

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했다고 한다. 성당으로 올라가

는 계단 옆에 자그마한 녹지가 있는데, 구석구석 벤치

를 놓아 누구나 쉬어갈 수 있게 했다. 

Myeongdong Cathedral which opened in 1898, 

was the ‘sacred place of democratization‘, as well 

as the symbol of Korean Catholicism for more 

than a decade. This was the place where masses 

on the current state affairs were held and where 

democratic figures chased by governmental power 

turned to as a final hide-out. At the entrance of 

Myeongdong Cathedral, demonstration tents of the 

poor and victimized neighbors who had no place 

to appeal to lined up. Myeongdong Cathedral 

Comprehensive Construction Plan which began 

under the justification of ‘Preserving Myeongdong 

Cathedral and creating an open space for 

the catholic and citizens’, slightly changed the 

appearance of Myeongdong Cathedral Deulmeori 

(entrance). The most outstanding change is the 

‘1898 Myeongdong Cathedral’ placed in the 

basement of Cathedral entrance. This basement 

space that has a name celebrating the year when 

the Cathedral has first been built is occupied with 

gallery, cafe, florist and museum of modern relics. 

When you pass by the small entrance with a 

1989년 명동성당에서 치러진 이철규 열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수많은 학생들 [출처 : 경향신문(박용수) ,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제공] A countless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the funeral of Patriotic Lee Chul-Kyu held in Myeongdong 

Cathedral in 1989. [Source : The Kyunghyang Shinmun (Park Yong-Soo), Provided by Korea Democracy Foundation]  

1995년 명동 성당 Myeongdong Cathedral in 1995

signboard portraying the number 1898, there is a huge basement space that is incomparable 

to the early Christian catacombs. It is also different from the catacombs as it has various 

commercial facilities. By making a basement parking lot capable of accommodating 200 

vehicles, it resolved the problems arising from car accidents and cracks in the cathedral 

caused by vehicles. The simple access road above giant basement space has been restored, 

closely resembling Myeongdong Cathedral at the time of construction. There is a small area 

next to the stairs leading to the Cathedral with benches at every nook and corner, providing 

rest and peace for people.



2015년 정동 Jeong-dong in 2015

정동 / Jeo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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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은 조선초 한성부 서부 황화방에 속하였던 곳

으로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능침인 정릉이 있었

던 곳이라는 데서 정릉동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태

조는 신덕왕후의 능지를 직접 골랐으며 자주 찾았

다. 또 그 옆에 천흥사를 세워 그녀의 명복을 빌었

다. 하지만 1408년 5월 24일 태조의 승하와 더불어 

정릉은 반년 사이에 도성 밖 산기슭으로 옮겨지게 

된다. 

개항이후 1882년엔 미국공사관을 필두로 정동에는 

하나둘씩 외국공사관들이 들어섬으로써 서울의 양

인촌으로 새롭게 변화됐다. 점차 영국, 러시아, 프

랑스, 독일 등이 정동에 자리를 확보해 공사관을 

건축했다. 미국은 원래의 우리나라 한옥을 개조해 

사용했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은 본국의 위엄

을 드러내기 위해 장중한 서양식 건축물을 지었다. 

이러한 공관을 중심으로 한 서양식 건축물들이 현

재의 정동을 이국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시작이자 근대 문화유산 

일번지인 서울 ‘정동’. 정동 곳곳의 고색창연한 문

화재들 사이로 역사가 흐르고 가을밤에는 서울의 

도심 야간 문화축제가 열린다. 서울 중구청은 매년 

‘정동야행’ 축제를 열고 있다.

Jeong-dong was the area that belonged to 

Hwanghwabang, west of Hanseong in early 

Joseon Dynasty and it was named Jeongneung-

dong because this was where Jeongneung, 

the tomb of Queen Shindeok Wang hu, wife of 

King Taejo was located. King Taejo personally 

selected the grave of Queen Shindeok Wang hu 

and visited frequently. Moreover, he prayed for 

her bliss by building Cheonheungsa adjacent to 

the grave. However, after the death of King Taejo 

on May 24th, 1408, Jeongneung was transferred 

to the foot of a mountain outside the capital city 

within six months. 

Following the opening of a port in 1882, with the 

United States legation as a start, several foreign 

legations moved in to Jeong-dong, newly forming a foreign village of Seoul. Gradually, the United Kingdom, Russia, France and Germany secured 

their places in Jeong-dong, building their legations. The United States originally remodeled a Korean Hanok (Korean-style house) while the United 

Kingdom, Russia, France built a Western style buildings, revealing the dignity of their respective country. The Western style architectures centered 

on these official residences created an exotic atmosphere in the present Jeong-dong. ‘Jeong-dong’ is where Korea’s modern history began and 

is the primary place of cultural heritage. History uncovers itself in between its antique cultural assets and the city culture festivals open up in autumn 

nights. Jung-gu Office of Seoul hosts ‘Jeong-dong Culture Night’ festival every year.

2005년 덕수궁 돌담길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in 2005 

2010년 덕수궁 돌담길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in 2010 



2015년 서울시청 Seoul City Hall in 2015

서울시청 / Seoul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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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1926년 경성부청(京城府廳)으로 지은 지상 4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이다. 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서울에는 조선총독부-경성부청-서울역-용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축의 거점이 완성되었다. 건물 중앙의 탑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처리하여 대지 여건상 비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숨기는 구조이고, 화강석과 분무칠

로 외관을 마감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은 역사주의 양식을 따르지만 장식이 거의 없는 근대주의 건축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수수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내부는 현관에서부

터 화려함을 자랑한다. 건물의 주요 부분은 건립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당시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This is a 4-storey building with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at was built as Gyeongseongbu Office in 1926,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ith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a foothold of a new city axis connecting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Joseon-Gyeongseongbu Office-Seoul station-Yongsan 

was established in Seoul. The building is bilaterally symmetrical with the tower of the central building as the center, hiding the asymmetric form of the land and 

granite stone. Additionally, spray coating has been used for the finishing touches of the exterior.  

The key parts of the building have been preserved well offering a glimpse into the architectural skills of that time. It has been acknowledged as modern cultural 

heritage after being designated as a registered cultural asset. 

1995년 서울시청 Seoul City Hall in 1995서울시청 앞 1987년 민주화 운동 전경  (출처 : 서울사진아카이브)

Aerial view of Democracy Movement in 1987 in front of Seoul City Hall (Source: Seoul Photo Archives)

2015년 서울시청 Seoul City Hall in 20152000년 서울시청 Seoul City Hall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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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과 광장 / Seoul City Hall & Plaza

현재의 서울시청은 옛 시청 건물 뒤로 2012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이다. 한옥의 처마 모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매우 현대

적인 모습으로 지어졌다. 지난 2012년 이후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구청사는 리모델링하여 서울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청 앞의 광장은 대한제국 성립 직

전, 고종이 경운궁(덕수궁)을 국가 통치의 중점으로 삼고, 그에 따

른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경운궁과 그 주변 도로를 정비하면서 만

들어진 것이다. 현재 서울광장의 주변 도로는 방사형 6거리의 골

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도로 구조는 동양에서는 

보기 힘든 근대적 방식었다고 한다. 미국의 워싱턴 DC를 벤치마

킹했다고 한다. 이 광장은 지난 수 십년간 수많은 집회 및 국가적 

행사들이 치러지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곳에서 많이 일어났

다. 2004년 시청앞 광장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름을 바꿈과 동시에 

잔디를 조성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

하고 있다.

The present-day Seoul City Hall is newly constructed building 

behind the old City Hall. By reinterpreting the Korean-

style house of eaves shape modernly, it has been built in 

a contemporary style. Since 2012, it is being utilized as an 

open space for citizens and the former Government Building 

has been renovated into Seoul Library. The square in front 

of the City Hall was actually created immediately before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when Gojong designated 

Gyeongwungung Palace (Deoksugung) as the center of 

governing the nation and reorganizing Gyeongwungung and 

the nearby roads as part of the initiative of city planning. 

Currently, the surrounding roads of Seoul Plaza are in radial 

shape of 6-street frame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this 

kind of road structure was modern style that was hard to find 

in the East. The venue benchmarked Washington D. C.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several years, numerous rallies 

and national events were held in this square, accommodating 

significant events. In 2004, the name was changed from the 

Square in front of City Hall to Seoul Plaza, and at the same 

time grass was created to facilitate various events and to be 

used as a resting shelter for citizens.  



2015년 청계천 Cheonggyecheon in 2015

청계천 / Cheonggy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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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이후 서울은 참혹한 전

쟁을 겪고, 전후 복구사업이 본격화되

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

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주거문제가 

심각해졌고, 살 곳을 구하지 못한 사

람들은 청계천변에 모여들어 판자나 

천막으로 집을 지었다. 이러한 판자촌

은 날로 늘어났고, 생활하수나 산업폐

수 등으로 오염된 청계천과 화재와 수

해에 취약한 판자촌은 많은 문제를 야

기했다. 

이를 타개하기 방법 및 서울의 성장을 

위한 개발을 위해 청계천 복개공사가 

추진되었고, 1958년 본격적으로 시작

된 청계천 복개공사는 20여 년 후인 

1977년 현재의 신답철교까지 모든 공

사가 완료되었다. 기존의 청계천 및 

주변의 판자촌은 청계로와 평화시장, 

동대문종합시장, 세운상가 등의 현대

식 상가들로 변모되어 1960~70년대

에는 소비재 상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선도하고, 1970~90년대에는 패션 및 전자산업으로 한국의 산업지도이자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한 건물과 고가도로 및 비좁은 상업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지난 2005년 서울시에 의해 복개된 지 47년 만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복개 이후에는 교통과 상권의 중심지로서 발전의 상징이었던 청계

천이 이제는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와 매력전인 관광지로서 수많은 변화와 역사를 겪고 여러 의미를 지닌 채 변함없이 서울의 한가운데를 흐를 것이다.

Following the independence in 1945, Seoul had undergone a horrifying war and many people moved to Seoul as the post-war restoration business 

became popular. Due to a sudden increase in population, the housing problems worsened and those who couldn’t find a house gathered at the riverside of 

Cheonggye, building houses with boards and tents. These shantytowns increased day by day. Cheonggyecheon was polluted with domestic sewage and 

industrial wastewater while the shantytowns were vulnerable to fire and flood, causing many problem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also for the development of Seoul, Cheonggyecheon Covering Construction Project was implemented ; the project 

which commenced in 1958 was finalized over two decades later when the constructions up to the current Shindap Steel Bridge was completed in 1977. The 

previous shantytowns in Cheonggyecheon and the vicinity were transformed into modern stores such as Cheonggye Street, Peace Market, Dongdaemun 

Market and Saeun Arcade.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 consumer goods produced here led the industrialization centered on export and from the 1970s 

to ‘90s, the area served as the industrial map of Korea for the fashion and electronics industries and as a driving force for Korea’s economic growth. 

Over time, problems arising from deteriorating buildings, overpass and cramped commercial spaces were criticized and in 2005, it restored its original shape 

in 47 years through the Cheonggyecheon Covering Construction Project implemented by Seoul City. Cheonggyecheon, which was a symbol of residential 

area for ordinary citizens and a symbol of development as the center of traffic and commercial area since the covering construction, is now a resting shelter 

for Seoul citizens and an attractive tourist spot. By undergoing numerous transformations and history, it will continue to flow across the center of Seoul, 

embracing various significances.  

2000년 청계천 Cheonggyecheon in 2000



2015년 동대문 DDP 일대 View of Dongdaemun DDP area in 2015  

동대문 운동장 (DDP) / Dongdaemun Stadium (Dongdaemun Design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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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 세계 최대 규모

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 복합 문

화시설이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

장의 주도로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에 의해 지어졌다. 

건축 컨셉은 ‘환유의 풍경’이다. 건

축물 외부와 내부에 직선이나 벽

이 없이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공간적 유연성이 특징이며, 최첨단 

BIM 설계기법, 메가트러스와 3차원 

배열의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등

을 통하여 최소한의 실내 기둥으로 

안전하면서도 우주공간처럼 느껴

지는 대규모 공간감을 구현하였다. 

구(舊)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된 자

리에 지어졌다. 2007년 동대문운

동장이 철거된 이후 동대문운동장

에 대한 개발정책의 일원으로 세워

지게 되었으며 2008년에 착공하여 

6년만인 2014년 3월에 개장하였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각

종 전시, 패션쇼, 신제품발표회, 포

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가 진행되었고, 신제품과 패션 등

의 전시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디자인 체험이 가능한 콘텐

츠로 운영되는 문화가 교류하는 장

소이다. 과거의 서울 성곽 600년 

역사를 보존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스포츠 메카 였던 동대문운동장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며, 미래 디자인·패션산업의 발신지로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활력소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It is the world’s largest 3-dimensional atypical architecture located in Jung-gu, Seoul, and is a multi-purpose cultural complex. With the lead of former Seoul City 

Mayor Oh Se-Hun, it was designed by architect Zaha Hadid. 

The concept of the architecture is ‘Metonymic Landscape’. It is characterized by spatial flexibility resembling the flow of liquid, seamless without straight lines or 

walls in and out of the building. By applying high-tech BIM design technique, mega truss, three-dimensional arrangement of space frame structure and others, 

it materialized a large scale spatial sensation that feels like being in a safe, outer space with minimum inner pillar. It was constructed on the site of the former 

Dongdaemun Stadium. It was built as a part of the development policy of Dongdaemun Stadium following its dismantling in 2007. Construction commenced in 

2008, and in 6 years, it has opened in March 2014. Dongdaemun Design Plaza (DDP) is a key venue for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exhibitions of all sorts, 

fashion shows, new product launch presentations, forums and conferences, acting as a place for sharing knowledge and exchanging culture and contents 

through various design experiences. It is expected to preserve the history of Seoul Castle of over the past 600 years and maintain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Dongdaemun Stadium, which was a modern and contemporary sports mecca in Korea while playing a role as a new, emerging revitalization center in the world 

as a source of future design and fashion industry. 

2005년 동대문 운동장 일대 View of Dongdaemun Stadium area in 2005



2015년 동대문 Dongdaemun in 2015 

동대문 / Dongdaemun

서울 성곽의 동쪽 문. 일명 동대문이다. 숭례문과 함께 서울 성곽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며, 2008년 숭례문이 불타면서 사대문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지어진 

그대로 남아있는 문이 되었다. 조선 태조 5년(1396)에 처음 지어졌으며, 이후 단종 1년(1453)과 고종 6년(1869)에 고쳐 지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서울 성곽에 존재하는 다른 문의 명칭은 세 글자로 되어 있지만(숭례문, 돈의문, 숙정문, 홍지문, 동소문 등) 특이하게 이 흥인지문만 네 글자와 정

사각형 현판으로 되어있다. 이는 한양 동쪽 다른 삼면에 비해 물이 흘러나가므로 전체적으로 토대가 우묵하게 낮아 지기가 약하다는 이유로 그 기운을 북돋

는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넉자로 지었던 것이다.

일본은 조선시대의 쌓아올린 조선의 성곽 및 문을 모두 헐어 옛 모습을 없앤 후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했고, 조선 서울의 사대문 역시 모두 철

거하려했다. 그러나 임진왜란때 일본군이 입성한 장소인 동대문과 남대문은 그대로 놔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동대문과 남대문은 남게된 것이다. 

서울 성곽 복원의 일부로 낙산의 서울 성곽과 흥인지문을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This is the East Gate of Seoul castle, or Dongdaemun. It is a representative architect along with Sungnyemun ; but as the Sungnyemun was burnt 

in 2008, this has become the only remaining gate among the Four Gates built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first built in the 5th year of Joseon 

King Taejo (1396) and after being reconstructed in the 1st year of King Danjong (1453) and in the 6th year of King Gojong (1869), it has taken its 

present shape. The names of other gates existing in Seoul castle has 3 letters (Sungnyemun, Donuimun, Sukjeongmun, Hongjimun, Dongsomun 

and others), but uniquely, this Heunginjimun is the only one with 4 letters on a square sign board. This was because, water flows out from here 

compared to other three parts and its weak groundwork affected it to be named in 4 letters to instill energy. 

Japan tore down all the castles and gates of Joseon that was built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an attempt to transform the city into a new one and 

also tried to demolish all of the Four Gates in Seoul, Joseon. However, as there were arguments that Dongdaemun and Namdaemun, the places 

where Japanese soldiers have enter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had to be preserved, Dongdaemun and Namdaemun remained 

intact. As part of the restoration of the Seoul castle, construction is in progress to connect Seoul castle in Naksan to Heunginji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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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평화시장 Peace Market in 2015 

평화시장 / Peace market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를 중심으로 동대문 및 청계천 지역에 밀집한 의류 도매시장으로 종로5가역에서 가

깝다. 평화시장은 한국전쟁때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피난민들이 이 지역에서 재봉틀 한 두대로 옷을 만들거나 

미군복을 염색. 탈색해 판매하던 것이 모태가 됐다. 판자촌으로 출발한 시장은 전쟁이후 청계천변에 노점상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본격적인 상권이 형성됐으며, 당시 상인들의 60%가량은 북쪽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었다. 그

러나 1958년 이 일대의 대화재 이후 판자촌들은 사라졌고 1962년 지금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 시장 이름은 

평화통일을 기리는 실향민들의 염원에 따라 붙여졌다.

1970년대에는 가내수공업을 위주로 한 영세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도시빈민과 일용노동자들의 값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청계피복 노조원이었던 故 전태일 열사

(1948~1970)의 분신 자살 사건을 초래했다. 이 후 그 유지를 이어받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故 이소선 여사를 중

심으로 한국 노조 운동의 성지가 되었다.

Centered on Euljiro 6-ga, Jung-gu, Seoul, it is a clothing wholesale market concentrated in Dongdaemun 

and Cheonggyecheon area and is located in the vicinity of Jongro 5-ga Station. Peace Market was 

first formed here when North Korean refugees who came down to the south during the Korean War, 

making clothes with one or two sewing machines or selling clothes to the US Army after dyeing and 

bleaching. The market which started as a shantytown earnestly transformed into a commercial area when 

street vendors crowded near Cheonggyecheon after the war. At the time, more than 60% of merchant 

were displaced people that came down from the North. However, after the big fire in 1958, this area’

s shantytown had disappeared and today’s modern buildings were introduced in 1962. The market was 

named according to the hopes of the displaced people towards peaceful unification. 

During the 1970s, there were many small companies that concentrated on handmade workshop, which 

were operated based on cheap labors of the urban poor and day workers. The inadequate working 

conditions of the time resulted in a patriot and member of Cheonggye Clothing Labor Union Jeon Tae-Il 

(1948~1970)’s publically burning himself. After that,  Mrs. Lee So-Sun, the mother of patriot Jeon Tae-Il, 

has taken over her son’s will and the place became a sacred place of Korean labo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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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량리역 Cheongnyangri Station in 2015

청량리역 / Cheongnyangri Station 

1914년 경원선 정차역으로 건립되었으며 중앙선, 경춘선의 시종착역이자 지하철 1호선의 교차역으로, 하루 평균 3만 3천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1968년 운행이 중단된 전차를 대신해 서울역에서 출발해 청량리역에 이르는 국내 최초 전철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어 청량리는 전국에서 농산물, 청과물 등이 모이는 상업의 요충지로도 역할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경동시장, 약령시장,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경춘선, 중앙의 개통과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서 강원 일대와 경기 북부와 서울을 잇는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배낭을 메고 떠나는 청춘들의 출발지로서 역

할을 했던 청량리역은 여전히 현대와 근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2010년 12월 20일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전철이 개통된 뒤, 청량리에서 떠난 춘천행 기차는 역사속으로 사라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역 주변 윤락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역시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와 

개발을 거쳐 청량리역은 현대의 모습으로 자리잡았다.

주변에는 롯데백화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젊은 층의 여가 공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몇 발자국만 나가면 

청량리역 주변에는 약령시장과 경동시장 그리고 청량리종합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노년층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It was established in 1914 as Gyeongwon Line’s station and as the first and last station of Jungang Line and 

Cheongchun Line as well as an intersecting station with Subway Line No. 1, it is a cradle of transportation catering 

average of 33,000 people in a day. To replace the tram that was suspended in 1968, Korea’s first subway ‘Line No. 

1’ departing from Seoul Station all the way to Cheongnyangri Station was launched, transforming Cheongnyangri into 

a center of commerce where agricultural products, fruits and the like gathered from nationwide. To this present day, 

Gyeongdong Market, Yangnyeong Market, Cheongnyangri Station Fruit Wholesale Market are carrying on the legacy. 

Since then, with the launch and expansion of Gyeongchun Line and Jungang Line, it is now a gateway connecting 

Gangwon, northern Gyeonggi and Seoul. Therefore, Cheongnyangri Station which used to act as a departure venue 

for backpacking youths still embraces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spects. 

With the inauguration of Gyeongchun electric railway line on December 20th 2010 departing from Sangbong Station, 

the train heading to Chuncheon from Cheongnyangri disappeared in history. In addition, the regions near the station 

where prostitution businesses were in operation in the past also disappeared due to redevelopment project. Amidst 

such rapid transitions and development, Cheongnyangri Station has taken its present shape. 

Based on Lotte Department Store and multiplex cinema in the vicinity, leisure for various youth groups have taken 

position and just a few steps away, Yangnyeong Market and Gyeongdong Market as well as Cheongnyangri Market 

can be found around Cheongnyangri Station, making it a frequently visited place by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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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의도 공원 Yeouido Park in 2015 

여의도 공원 / Yeouido Park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섬. 버려진 모래섬에서 서울과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섬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KBS 등 국가 핵심 시설이 있는 섬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연예계 자체를 ‘여의도’로 일컬을 만큼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 이전에는 농사에 쓸모가 없던 별 볼 일 

없는 모래섬이었다. 그렇지만 섬 서북쪽에 가축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수풀이 우거진 나지막한 산이 있었던데다가 섬 지형 특성상 가축이 달아날 염려가 없어 방목하기 좋았

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는 목축지로 사용되었다. 일제가 1916년 간이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958년 김포국제공항으로 여객 업무가 이관되고 공

군기지 자체는 1971년까지 남아 있다가 완전히 폐쇄되었다. 이 즈음부터 밤섬 등의 면적을 줄이면서 간척 사업이 시작되었다.

양택식 서울시장은 여의도를 평면으로 계획하여 일반에 분양하는데 주력했다. 1971년 첫 입주가 이루어진 시범아파트는 처음에는 아무도 입주하려 하지 않았지만, 1974년 민

간 건설 사업자들도 진출,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민간 고층 아파트 단지가 생겼으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고층 고속 엘리베이터, 중앙 집중식 난방 등이 설치되었고 특히 여

의도를 특별 학군으로 분류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소득 높은 고학력층들이 많이 이주했다. 이어서 1968년 첫 삽을 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1975년 8월 15일에 준공되었다. 

1976년 KBS, 1980년 TBC(현 KBS 별관), 1982년 MBC, 1990년 SBS가 입주하고 다수의 증권업체와 금융기관이 들어섰다. 다만 방송가의 경우는 상당수가 여의도를 떠나 상암

DMC로 밀집하면서 현재는 KBS만이 여의도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21세기 들어서는 서울특별시의 3핵 중 하나로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에 들

어서기로 예정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기로 하여 향후 스카이라인이 많이 기대되는 장소 중 하나이다.

An island located in Yeongdeungpo-gu, Seoul. It is an island with flamboyant history as it transformed from a deserted sand island into the epicenter of Seoul and 

Republic of Korea. As an island accommodating core national facilities such as Korea Exchang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BS, the symbol of this place is 

so iconic that the Republic of Korea politics, economy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are referred to as ‘Yeouido’. Prior to modernization, it was an unproductive sand 

island that couldn’t even be used for agriculture. However, the area was used as a stock-raising district because it was a good spot for grazing animals. It was 

because there was a densely thick, low mountain towards the northwest for raising livestock and due to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there was no 

concern for animals to run away. When the Japanese constructed an airfield in 1916, development began in full scale. With Gimpo International Airport in 1958, the 

control over passenger affairs were transferred and the Air Force Base itself remained until 1971 then eventually closed down completed. From this time onward, the 

area of Bamseom Island and others were reduced and reclamation project commenced. 

Seoul Mayor Yang Taek Sik concentrated on planning to form Yeouido as a flat plane and parceling it out to the general public. When Sibeom Apartment was 

opened in 1971, nobody wanted to move in at first. With the participation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private sector in 1974, the first private high-rise apartment 

complex equipped with high-rise, high-speed elevators, centralized heating system and others which were innovative at the time was constructed. In particular, 

classifying Yeouido as a special school district attracted a lot of highly educated people with high income. The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Assembly building which 

began in 1968 was completed on August 15th 1975. In 1976, KBS moved in, TBC in 1980 (present KBS Annex Building), MBC in 1982, SBS in 1990 and numerous 

stock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moved in. However, in case of broadcast stations, majority of them have left Yeouido for Sangam DMC so currently, only KBS 

remains in Yeouido. This is also a place where redevelopment is rapidly taking place as one of the trinuclear projects of Seoul City in the 21st Century. Skyscrapers 

are expected to move in, making it one of the venues with beautiful skylin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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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국군의 날 20돌 행사 (서울사진아카이브)

20th Anniversary of Armed Forces Day in 1968 (Seoul Photo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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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3빌딩  63 Building in 2015 

63빌딩 / 63 Building

70~80년대 초고속 성장을 한 한국은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했고, 그러한 시점에 만들어진 빌딩이 바로 

63빌딩이다. 때문에 63빌딩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가장 높은 빌딩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

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빌딩이다.

1980년 2월에 착공하여 1985년 5월에 완공했다. 설계는 윌리스타워, 부르즈할리파, 1WTC, 타워팰리스 등 초고층 건물 전문 

설계로 유명한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리(Skidmore, Owings & Merrill LLP, 약칭 SOM)이 맡았는데, 외국 기술이 적

용됐기 때문에 당시의 다른 건물에 비해 층간 간격이 큰 편이다.

63빌딩은 실제로 60층이다. 완공될 당시 일본 도쿄 선샤인 60빌딩을 제치고 북아메리카를 빼면 가장 높은 건물이 되고자 

이름을 63빌딩으로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이곳에는 당시 일반영화관 스크린의 10배 크기인 아이맥스 영화관이 국

내 최초로 들어섰고, 주변엔 1983년 국내 최대 백화점이었던 여의도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그 즘에서 여의도에는 ‘한국의 

맨해튼’이라는 별명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건물구조는 전체가 탄력성을 지녀 초속 30m내외의 태풍이나 진도 5정도의 지진

을 만났을 때, 좌우 진동의 유연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60층 전망대는 해발 264m로 창밖으로 서울시를 조망할 

수 있고 안쪽으로는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Republic of Korea that has undergone high speed development and growth in the 1970s~80s needed a landmark 

to validate its growth and 63 Building was built right at that time. Therefore, 63 Building is still regarded as the 

highest building to Koreans but besides that, it is a commemorative building symbolizing the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construction commenced in February 1980 and was completed in May 1985. It was designed by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or SOM that acclaimed reputation for specializing the design of high-rise buildings such as 

Willis Tower, Burj Khalifa, 1WTC, Tower Palace and others and because foreign technology was applied, the building 

had bigger layer spacing than other buildings at the time. 

63 Building is actually 60 floors. It is reported that when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t was named 63 Building in 

order to become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excluding North America and taller than Tokyo Sunshine 60 Building 

in Japan. Moreover, iMAX cinema which is 10 times bigger than the screen in general cinema was first opened and 

in 1983, Yeouido Department Store which was Korea’s biggest department store at the time opened in the vicinity. It 

was about this time when people started referring to Yeouido as ‘Manhattan of Korea’. The entire building structure is 

equipped with resilience and has been designed to hold flexibility of left and right vibration, capable of withstanding 

typhoon within the speed of 30m or earthquake that is 5 on Richter Scale. The observatory deck on the 60th floor 

looks over Seoul City from 264 meters above sea level and art exhibits can be appreciated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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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반포동 일대 Banpo-dong in 2015

반포동 / Banpo-dong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법정동이다. 현재의 강남권 지역 중 아파트단지로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이다. 보통 주거시설이 아파

트 뿐 이어서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970년 초반 국가에서 아파트 단지 개발에 착수할 때 서민층이 아닌 중산

층 이상을 위한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국 최초로 복층 형태의 아파트를 선보였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반포동에는 고급 주택과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 등이 상당히 많기도 하며 반포동의 집값이 상당히 비싼만큼 반포동 주민

들 대부분이 재력가나 고소득층이며 그러한 이유로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대표적인 부촌 중 하나

로 꼽힌다. 반포동 옆의 한강에는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포대교에 달빛 무지개 분수

가 설치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지방조달청, 공정거래위워회등의 

정부기관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성모병원 등 많은 시설들이 몰려있다.

It is a district in Seocho-gu, Seoul designated by law. This region was the first to be developed into an apartment 

complex in the present day Gangnam district. The residential facility is typically comprised of apartments, where most 

residents live in. In the beginning of the 1970s when the country started developing apartment complexes, the market 

targeted the middle class and above, thus building two-storied apartments, the first of the kind in Korea.   

Many luxurious townhouses, apartments and villas are located in Banpo-dong and since the cost of housing there 

is extremely high, majority of its residents are from high income group. This is the reason why Banpo-dong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ealthy areas with high standard of living not only in Seoul but across the nation. Along the 

Han River beside Banpo-dong, the former Seoul City Mayer Oh Se-Hun constructed Moonlight Rainbow Fountain 

in Banpo Bridge as part of Seoul Renaissance Project initiative. Together with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various facilities such as Seoul Express Bus Terminal,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Regional Public Procurement 

Service, Fair Trade Commission and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as well as Central City, Shinsegae Department 

Store, St. Mary’s Hospital are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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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반포동 일대 Banpo-dong in 2005



2015년 반포대교와 새빛섬 Banpodaegyo and Some Sevit in 2015   

반포대교와 새빛섬 / Banpodaegyo and Some Sevit

반포대교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강남지구 도시개발촉진책의 하나로 건설된 한국 최초의 2층 교량이다. 1층은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잠수교이고, 2층이 반포대교이다. 경부고속도로 교통을 도심부에 연결시킴으로서 수도권 전체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포화상태에 달한 한남대교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새빛섬(Some Sevit) 또는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는 2006년 서울 시민 김은성씨의 제안으로 서울시에서 수익

형 민자사업(BOT)으로 만든 인공섬이다. 한강에 색다른 수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네 가지 구조물의 이름은 각각 가빛, 채빛, 솔빛, 예빛이다. 이곳은 또한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 에이지 오

브 울트론》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영화에서 새빛섬은 한국인 배우 수현이 연기하는 닥터 조의 연구실로 나온다. 

Banpodaegyo (Bridge) is Korea’s first two-storied bridge which was constructed as one of the urban development 

promotion policies for Gangnam district, implemented by Seoul City. The lower deck is Jamsugyo that has been 

designed to submerge in water during a flood and the upper deck is Banpodaegyo. It enhances the efficiency of the 

overall traffic in the metropolitan region while reducing the traffic amount of the already-saturated Hannamdaegyo by 

connecting the traffic of Gyeongbu Expressway to the heart of the city.  

Some Sevit or the Floating Island is an artificial island that has been created as a Build-Operate-Transfer (BOT) by 

Seoul City based on the suggestion of Seoul citizen, Kim Eun Seong. It was designed with the intention to create 

a landmark where the distinct waterside cultures of the Han River could be experienced. The names of the 4 

structures are Gavit, Chaevit, Solvit and Yaevit respectively. This venue is also famous as a film spot of Hollywood 

movie, 《Avengers: Age of Ultron》. In a movie scene, Some Sevit is the research center where Dr. Cho, a role played 

by Korean actress Soo Hyu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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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반포대교 Banpodaegyo in 1995 

1995년 한강변 아파트 Hangangbyeon Apartment in 1995 



2015년 도곡동 일대 Dogok-dong in 2015

도곡동 / Dogok-dong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정동이며, 1975년 경기도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속하게 되었다.

도곡동은 도곡동 한가운데 있는 매봉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지역은 말죽거리일대와 남쪽지역은 매봉역일

대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도곡동의 특징은 주로 아파트와 주택이 혼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로서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던 터라 구시가지 형태의 도시형성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유

명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초인 타워팰리스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강남권 교통 중

심지답게 늘 혼잡한 모습을 띄고 있다.

It is a district in Gangnam-gu, Seoul designated by law and became a part of Gangnam-gu, Seoul City from 

Gyeonggi Province in 1975. 

Dogok-dong is formed encircling Maebong Mountain located in the center and towards the west, Maljukgeori 

can be found and towards the south, villages around Maebong Station can be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Dogok-dong lie in the combination of apartments and townhouses. 

As villages were formed in this cradle of transportation back in Joseon Dynasty, the city takes the form of the 

old section of a city. Furthermore, Tower Palace which is the first high-rise apartment building with stores on the 

ground floor is a landmark and being the center of Gangnam transportation, it is always con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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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도곡동 일대 Dogok-dong in 2000



2015년 압구정동 일대 Apgujeong-dong in 2015 

압구정동 / Apgujeong-dong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정동이며, 주민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대한민

국 내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름의 유래는 조선시대 때 한 

문신이 정자의 이름은 압구정이라고 칭한대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70년대 본격적인 강남개발과 함께 강남구가 신설되면서 각종 개발과 

현대건설에서 지은 현대아파트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강북에 거주하고 있는 부유층이 강남 아파트 지역으로 이주해오면서 

해외거주 경험이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양문화가 가장 빨리 전파

된 곳이다. 1988년 처음 세워진 맥도날드 1호점이 있으며, 서양식 클

럽, 술집이 많다. 압구정역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본점, 압구정로데오

역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이 유명하다. 압구정로데오역 주변에는 

199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있다.

대표적인 인기 업종에는 필라테스, 웨딩샵, 고급 일식점이나 양식당 

등 레스토랑, 헬스장 등이 있다.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이 지역 특

성상 금융 관련 기관 또한 많아서 각종 은행의 지점은 물론 증권사의 

지점 또한 상당히 많다.

It is a district in Gangnam-gu, Seoul designated by law and the 

resident’s average standard of living is high in South Korea. The 

name dates back to Joseon Dynasty when a literary retainer 

named a gazebo Apgujeong. 

With the full scale development of Gangnam in 1970s, Gangnam-

gu was newly established and with the various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Hyundai Apartment built by Hyundai Construction, 

population increased rapidly. 

When the upper class residing in Gangbuk moved to Gangnam 

apartments, the fastest spread of Western culture was found 

here due to many youths who have lived overseas. The first 

McDonalds branch built in 1988 is located here and there are 

many Western clubs and pubs. Hyundai Department Store’s head 

branch located in Apgujeong Station and Galleria Department 

Store located in Apgujeong Rodeo Station are popular. Apgujeong 

Rodeo Street that enjoyed its peak in 1990s is situated in the 

vicinity of Apgujeong Rodeo Station. 

Representative popular industries include Pilates, wedding shops, 

luxurious Japanese and Western restaurants as well as fitness 

centers. Characterized by the extremely high income standard, 

there are many financial institutions so various bank branches and 

stock firm branches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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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압구정동 일대 Apgujeong-dong in 1995 

2015년 압구정동 야경 Night view of Apgujeong-dong in 2015 



2015년 강남역 일대 Gangnam Station in 2015 

강남역 / Gangnam Station

역 이름은 강남역이지만 행정 구역상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 이것은 개통 당시에는 이곳이 강남구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1982년 12월 개통되었으며, 2011년 10월 신분당선이 개통됨에 따라 환승역이 되었다. 현재 강남

역은 강남구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하고 일평균 약 25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및 전국 지하철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테헤란로의 교차부에 위치, IT업체를 필두로 대규모 오피스 사무지구가 1990년대부터 이곳에 들

어서기 시작하면서, 유흥가 등이 차례로 들어서 대규모의 유동인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10, 11번 출구 앞으

로 대형 학원, 옷가게, 병원, 술집, 음식점 등이 빽빽하게 밀집된 번화가가 이어져있다. 7번출구 방면으로는 일명 삼성타

운이라고 불리는 삼성의 서초사옥들이 밀집되어 있다. 

Although the name of the station is Gangnam Station, it lies in the boundary of Gangnam-gu and Seocho-gu in 

terms of administration districts. This is because this place was the central district of Gangnam-gu when it was 

first opened. It opened in December 1982 and with the opening of New Bundang Line in October 2011, it became 

a transfer station. Currently, Gangnam Station has positioned itself as a key public transportation method of 

Gangnam-gu with approximately 250,000 people commuting on daily average, making it the highest figure out of 

Seoul and nationwide subway station. 

Located in the intersection of Gangnam-daero, Seocho-daero and Teheran-ro, large-scale office district formed 

from the 1990s led by IT companies and with the consecutive formation of entertainment streets and the like, it 

accommodated large-scale floating populat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large-scale academies, clothes 

stores, hospitals, pubs and restaurants formed densely in front of Exit Number 10 and 11. Towards Exit Number 7, 

Samsung’s Seocho headquarters formed closely, gaining its name, Samsung Town. 

Old & New    I    067066    I    SEOUL

2000년 강남역 일대 Gangnam Station in 2000



2015년 테헤란로 일대 Teheran-ro in 12015

테헤란로 / Teheran-ro

길이 4km, 너비 50m이다. 강남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왕복10차선 간

선도로로 원래 이름은 삼릉로(三陵路)였으나, 1977년 6월 17일 방한한 테

헤란 시장이 구자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테헤란 간 도로명 교환에 합의

하여 도로 이름을 테헤란로로 바꾸었다. 이후 계획적 개발로 오피스가 대

거 신축되고 지하철과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벤처기

업·대기업 사무소가 밀집하여 서울시 강남권을 대표하는 산업지구로 성

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테헤란로 주변은 토지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

어 상권이 들어서기 어려웠다. 1984년 테헤란로 일대가 중심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1987년 도로 동

쪽 끝 부분에 한국종합무역센터 등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오피스 

빌딩가(街)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테헤란로에 오피스 

건물 준공 열기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

이 대거 테헤란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신축하였다. 1997년 초부터 정보

통신 관련기관의 입주가 시작되어 당시 업계에서는 테헤란로를 ‘희망의 

거리’로 부르기도 했다. 이 지역의 당시 급속한 발전 원인은 격자형으로 

기획 정비된 도로망에 지하철 2호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데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몰리면서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맞았고 대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

을 단행하여 금융 종사자들이 떠난 뒤 청년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테헤란로에 벤처기업 입주가 활발해졌다. IT 산업의 호황세가 끝나면서 벤처 열기는 식었고 뒤이어 성형외과, 탈

모·비만 클리닉들이 입주하여 ‘뷰티 밸리’로, 한국 및 기타 국적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하여 ‘브랜드 밸리’ 명칭으로도 불렸다. 

2015년에 즈음하여 테헤란로는 양단 끝부분(강남역, 삼성역)으로 발전 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화의 원인은 강남역의 경우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과 인접했고 광

역버스 정류장과 9호선 연장으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며, 삼성역은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이 지역이 혜택을 보리라는 전망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IT 업계가 떠났지만 신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집행 및 기관설립이 이뤄지고 있다.

It is 4km long and 50m wide. As a 10-lane arterial road penetrating east-west across Gangnam district, it was originally named Samneung-ro but when the Mayor of 

Tehran visited Korea on June 17th 1977, the road was renamed Teheran-ro pursuant to the Seoul-Tehran Road Name Exchange Agreement entered by Seoul Mayor Gu 

Ja Chun. Since then, based on planned development, offices were newly constructed in mass scale and based on infrastructure such as subways and road network, 

financial institutions, venture companies and conglomerate offices moved in, transforming it into a symbol of industrial district representing Gangnam in Seoul City. 

Until the beginning of the 1980s, the land prices around Teheran-ro were extremely high, making it difficult for commercial sphere to form. In 1984, the entire Teheran-

ro was designated as central commercial and office district, entering the full-scale development stage. In 1987, large structures such as Korea Trade Center moved in to 

the edge of eastern area, evolving into an office building boulevard. Until the mid-1990s, office constructions were burgeoning in Teheran-ro. Many  key conglomerat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moved or newly constructed their headquarters in Teheran-ro. From the beginning of 1997, institution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oved in so the area was referred to as the ‘Street of hope’ around that time. The 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here was Subway Line No. 2 being located in well-

planned, grid-type of road network and creating a synergy effect whe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moved in. 

In December 1997, Republic of Korea was faced with a foreign exchange crisis and employees in financial institutions left and young entrepreneurs filled in when 

financial institutions executed massive restructuring, causing venture companies to move in to Teheran-ro. When the IT boom ended and the heat of venture companies 

cooled down, the so-called ‘Beauty Valley’ was created when plastic surgeons, hair loss and obesity clinics moved in and also gained the name ‘Brand Valley’ with the 

massive inflow of Korean and other international conglomerates. Around 2015, Teheran-ro seemed the development was happening on both ends (Gangnam Station, 

Samseong Station). The cause of change was Gangnam Station’s proximity to Seoul Subway Line Number 3 and the metropolitan bus station and the extension of Line 

Number 9, thereby offering convenient transportation. As for Samseong Station, the area would benefit from the prospect of Hyundai Global Business Center being 

completed. Although certain IT players have left, new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are consistently moving in and policy execution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are being constituted to support venture companies from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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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테헤란로 일대 Teheran-ro in 1995 



2015년 삼성동 일대 Samseong-dong in 2015 

삼성동 / Samseong-dong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정동이다. 고급 주택,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 등이 많이 위치하

고 있기도 하고 집값도 대한민국에서 최상위권인 지역이라 재력가나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해서 서울의 유명한 부촌중 하나이다. 

1970년 11월 5일 서울시는 대치·삼성·청담·압구정동 일대의 영동 2지구 1200만㎡

를 개발하겠다는 계획과 봉은사 남쪽 삼성동에 정부 산하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땅의 일부에 현재 무역협회와 한국전력이 들어서 있다. 이 발표를 계기로 

땅값은 크게 오르게 된다. 1979년 한국 수출상품 전시와 국제 박람회 개최 목적으로 건

립한 한국종합전시관(KOEX, Korea Exhibition Center)이 그 시초로, 이후 서울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강남권을 본격 개발하면서 무역 전반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목적으

로 시설 확충에 나서 1988년 8월 지상 55층의 한국무역회관, 김포공항 리무진 버스 터

미널(도심공항터미널), 특급 호텔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 현대백화점 등을 포함하여 

개발 되었다.

COEX가 삼성역과 2015년 개통 한 봉은사역 사이에 있다. 아셈타워, 무역센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 고층 건물이 즐비하며 현대백화점 무

역센터점 건너편 블록에는 음식점이 밀집해 있다. 코엑스 위쪽에는 봉은사와 경기고등

학교가 있다.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주변에 고급 빌라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라남도 나주시의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서 본사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해서 이 곳에 GBC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게 된다. 인근 COEX, 

탄천 너머 잠실 돔 야구장과 연계한 종합 클러스터 건설 계획이 예정되어있다. 컨벤션 

시설인 COEX가 이미 입지해 있고, 또한 비즈니스 관련 마천루인 GBC가 이 지역에 들

어오는 만큼, 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계하여 이곳을 서울의 컨벤션 산업의 중심지로 

계획이 되어있다.

It is a district in Gangnam-gu, Seoul designated by law. Many upscale 

townhouses, apartments and villas are located in and since the cost of housing is 

one of the highest in Republic of Korea, many high income groups reside here, 

making it one of the well-known affluent areas in Seoul.  

On November 5th 1970, Seoul City announced the plan to develop Yeongdong 

District 2 over 12 million m² over Daechi, Samseong, Cheongdam and Apgujeong 

as well as the plan to transfer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to Samseong-

dong, south of Bongeunsa Temple. Currently, Trade Association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ve moved in to a part of the area. The announcement 

of their move to this area has lea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and price. 

With Korea Exhibition Center (KOEX) constructed to host exhibitions for export products of Korea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as the start, Gangnam district was 

developed in full scale in preparation for hosting Seoul Olympics and facilities were expand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one-stop service related to general 

trade. In August 1988, 55-floor Korea Trade Center, Gimpo Airport Limousine Bus Terminal (Korea City Air Terminal), 5-star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Seoul, 

Hyundai Department Store and others were developed. 

COEX is located in between Samseong Station and Bongeunsa Station which opened in 2015. High-rise buildings such as ASEM Tower, Trade Center,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COEX Inter-Continental Hotel are lined and restaurants are closely situated in the block opposite to Hyundai Department Store’s Trade 

Center Branch. Bongeunsa Temple and Gyeonggi High School can be found upwards of COEX. Around Bongeun Elementary School and Bongeun Middle School, 

luxurious villas are located. 

Whe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ransferred the headquarters to Naju City in Jeollanam-do Province, Hyundai Motor Group acquired the site and made 

plans to construct GBC. In the vicinity of COEX, plans to construct a cluster connected to Jamsil Dome Baseball Stadium beyond Tancheon Stream were made. 

Convention infrastructure of COEX is already in place, and if business-related skyscraper GBC related is to be constructed, the area could be connected to one 

cluster so the plan is to transform it into a center of convention industr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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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삼성동 일대 Samseong-dong in 1995



2015년 서울 종합운동장 Seoul Sports Complex in 2015 

서울 종합운동장 / Seoul Sports Complex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위치해 있는 Sports Complex이다. 공식 명칭은 서울 종합운동장이지만 잠실 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새로 지은 종합운동장으로 알려져 있으

나 엄밀히 따지면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하였다. 1970년대 후반 강남개발과 맞물려 ‘남서울 대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건

설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1981년 당시에는 이미 한창 건설중이었다.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잠실실내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제1수영장, 제 2수영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운동장 주변에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있다.

2016년,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재개발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었다. 잠실주경기장, 잠실야구장 (돔

구장), 실내스포츠 콤플렉스, 대규모 전시-컨벤션 시설, 1,5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다.

This is a Sports Complex located in 25, Olympic-ro, Songpa-gu, Seoul. Although the official name is Seoul Sports 

Complex, it is commonly known as Jamsil Sports Complex. 

The Sports Complex is known to have been construc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1986 

Asian Games Seoul and 1988 Seoul Olympics but in fact, it was constructed by Seoul City. In line with the Gangnam 

development at the end of 1970s, the construction began under the name of ‘South Seoul Stadium’ and thus the 

stadium was already under construction when the Olympics and Asian Games were awarded. 

It is comprised of Seoul Olympics Main Stadium, Seoul Sports Stadium’s Baseball Field, Jamsil Indoor Sports 

Complex, Jamsil Student Stadium, Swimming Pool 1, Swimming Pool 2 and others. Around this sports complex, Sports 

Complex Station, the transfer station for Seoul Subway Line Number 2 and Seoul Subway Line Number 9, is located. 

In 2016, the Redevelopment Master Plan for Jamsil Sports Complex targeted to be constructed by 2025 was 

confirmed. Jamsil Main Stadium, Jamsil Baseball Stadium (Dome), Indoor Sports Complex, large-scale exhibition-

convention facility, hotel with 1,500 rooms are expected to b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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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서울 종합운동장 Seoul Sports Complex in 1995



잠실 / Jamsil

실제 행정구역상의 ‘잠실’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잠실’의 범위가 조금 다르

다. 일반적으로는 행정구역 보다 넓게 송파구 중북부 전체를 일컫는다. 잠실종합운

동장과 롯데월드 등의 대형 시설이 많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중 하나이다. 대

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지명이다. 강남쪽 지역이다 보니 집값도 

워낙 비싸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 부유층이 많이 사는 부촌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잠실은 원래 한강과, 현재의 한강 본류에 해당하는 신천강과 송파강(현재의 석촌호

수)으로 둘러싸인 섬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신천강을 한강 본류

로 조정하고 송파강은 매립(일부를 남겨놓은 것이 바로 현재의 석촌호수)하여 현재

와 같은 땅이 되었다. 1975년 성동구에서 강남구로 분구 1979년 강동구를 거쳐 1988

년 송파구 관할로 되었다.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오일쇼크)로 물가가 천정부지

로 뛰고 불황이 엄습하자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에서 도로와 철도 등 토목 공사와 더불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을 

서둘러 추진했다. 건설은 짧은 기간 안에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늘리는 좋은 수단이

기 때문이다.

잠실 지구는 당시 이런 경제적 요구에서 탄생했다. 1971년부터 서울시가 잠실 인근 

한강변에 용지를 조성했고 대한주택공사가 1975년 3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5개 단

지를 건립했다. 삭막한 강변 매립지가 총 364동, 1만9180가구, 인구 10만명의 거대

한 주택 단지로 변신한 것이다. 당시 이 정도 규모의 단지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서

독, 영국에 있는 8~9개에 불과했다. 주택공사는 처음부터 아파트 뿐 아니라 행정기

관과 병원, 학교, 체육관과 오락시설, 새마을회관등 모든 것을 갖춘 뉴타운을 염두에 

두고 잠실지구를 조성했다. 이런 맥락에서 잠실 아파트 단지는 현재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는 뉴타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잠실 단지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서울 시민

의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10개가 넘는 주택형으로 설계됐다.

2000년대 들어 잠실아파트 1~4단지는 준공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재건축에 들어

간다. 3, 4단지가 먼저 공사를 시작했고 1, 2단지가 뒤를 이었다. 5층 규모의 저층에

서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로 변신했고 이름도 1단지는 잠실 엘스, 2단지는 리센

츠, 3단지는 트리지움, 4단지는 레이크팰리스로 바뀌었다. 고밀도로 재건축돼 가구

수도 단지 별로 5000세대가 넘는다. 1978년 준공된 5단지는 처음 모습을 그대로 유

지하면서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중 하나로 지금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잠실 주공 5단지까지 재건축이 시작되면 이제 잠실단지는 화려한 고층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중반, 불황 탈출과 서울 시민을 위한 주택 보금 차원에서 조성된 잠실지구는 역사에만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The administrative definition of ‘Jamsil’ and the scope of ‘Jamsil’ that people usually refer to differ slightly. Generally, it refers to the central and northern part of Songpa-

gu which is wider than the administration district.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neighborhoods in Seoul due to large-scale facilities such as Jamsil Sports Complex and 

Lotte World. It’s a name that any Republic of Korea citizen would have heard once before. As it is located in the Gangnam side, the cost of housing is expensive so it is 

known as a wealthy area where typical middle- and upper-class reside in Seoul. 

Jamsil is actually an island surrounded by the Han River as well as Shincheon River and Songpa River (present Seokcheon Lake) that belong to the main stream of 

the present day Han River. Then, during the Gangnam development in the 1970s, Shincheon River was adjusted as the main stream of Han River and Songpa River 

was reclaimed (part of it was left behind to become the present day Seokcheon Lake), thus the area has become the land of today. In 1975, it was transferred from 

Seongdong-gu to Gangnam-gu and in 1979, it underwent from Gangdong-gu to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Songpa-gu in 1988. In the mid-1970s, when the cost of 

living skyrocketed due to the 1st oil crisis (oil shock) and when the recession hit, the government attempted to overcome the difficulty by activa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Under such objective,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such as roads and railway together with supplying apartments to Seoul were prompted because 

construction was a way of generating employment and increasing consump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Jamsil district was born under such economic demand at the time. From 1971, Seoul City created the site in the riverside of Han River near Jamsil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ed 5 complexes from March 1975 to October 1978. The desolate riverside reclaimed land had transformed into a massive hous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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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잠실 일대 Jamsil in 2005

1995년 잠실 일대 Jamsil in 1995

2015년 잠실 일대 Jamsil in 2015

with 364 blocks, 19,180 households and a population of 100,000. At the time, there were only 8~9 complexes of this size in the world, including Japan, West Germany and the 

UK.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created Jamsil district by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a new town equipped with everything starting from apartments to administrative 

institutions, hospitals, schools, sports complexes, entertainment facilities, Saemaeul Hall and the like. In this context, Jamsil apartment complex can be considered to be the 

origin of new towns that are being constructed in different places around Seoul. Depending on the income standard of Seoul citizens subject to obtain the apartments in Jamsil 

complex, more than 10 residential type of houses were designed. 

In the 2000s, when Jamsil Apartment Complex 1~4 didn’t exceed the 30 years of construction completion but began the reconstruction. Complex 3 and 4 began construction 

first followed by Complex 1 and 2. It was transformed from 5-storey low-rise apartments to high-rise apartments of over 30 floors and was renamed from Complex 1 to Jamsil 

LLL’s, Complex 2 to Risenz, Complex 3 to Three Zium, and Complex 4 to Lake Palace. It was reconstructed densely so the number of households exceeds 5,000. Complex 

5 which completed construction in 1978 maintains the original shape but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apartments to be reconstructed, representing Gangnam district. Once 

reconstruction takes place in Jamsil Jugong Complex 5, Jamsil complex is expected to be transformed into fabulous high-rise apartment village. Jamsil district which was created 

as part of housing subsidy support for Seoul citizens as a measure of overcoming recession will now only be recorded in history.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 Lotte World and Lotte World Tower

1995년 롯데월드 Lotte World in 1995 

2015년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출처 : 롯데물산) Lotte World and Lotte World Tower in 2015 (Source : Lott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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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1989년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개원하였으며, 1990년 호수공

원 매직아일랜드가 개원하며 완전체 모습을 갖추었다. 

롯데월드는 서울 한복판에 강남 동부의 부도심으로 개발이 계획되었으며 교통 접근성도 최고인 잠실지구에 세워지고 

롯데백화점, 롯데호텔까지 연계되어 개장전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서울의 최대 도심 놀이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준비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동부도심 개발 사업에 일본 롯데 개열 9개사가 공동 투자방식으

로 디즈니랜드를 본격 표방한 국내 최초의 실내놀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레저쇼핑타운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123층 555m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로 26,500평의 부지에 약 4.2

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에비뉴엘, 면세점, 쇼핑몰, 마트, 하이마트, 시네마, 아쿠아리움, 콘서트홀 등으로 구성된 

롯데월드몰과 500m 높이의 전망대, 다국적 기업의 헤드오피스, 최고급 레지던스와 6성급 호텔 등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s a theme park located in Songpa-gu, Seoul, Lotte World Adventure which is an indoor theme park opened in 

1989 and took its complete form with the opening of Lake Park, Magic Island in 1990. 

The development of Lotte World was planned as a sub-city center of the eastern side of Gangnam in the middle 

of Seoul and it was constructed in Jamsil district that had the best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long with Lotte 

Department Store and Lotte Hotel, it attracted attention even before the opening and until now, it is considered 

to be the biggest amusement park in the center of Seoul. As part of the preparation for Seoul Olympics in 

1988, 9 subsidiaries of Lotte Japan jointly invested in the development project of Seoul’s eastern part of the city 

center, leading to the construction of complex leisure shopping town centered on Korea’s first indoor theme park 

replicating Disneyland. 

Lotte World Tower is Korea’s tallest building that is 555m with 123 floors located in Olympic-ro, Songpa-gu, 

Seoul. Approximately KRW 4.2 trillion was invested in 26,500 pyeong of land. Lotte World Mall comprised of 

Avenue L, duty free store, shopping mall, supermarket, hi-mart, cinema, aquarium and concert hall and it offers 

infrastructure and services such as an observatory deck at 500m high, head off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luxury residence a 6-star hotel.



올림픽공원 / Olympic Park 

1995년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in 1995

2015년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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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공원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취지에서 개장했으며 1986년에 완공되었다. 면적은 

144.71 헥타르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심 속 공원 중 하나이다.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유치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올림픽 유치 및 대회 성공기원을 하는 취지에서 1984년 지금의 자리에 첫 착공을 하였다. 동년에 

공사 도중 공사현장에서 백제 때 초기의 토성(土城)인 몽촌토성이 발굴되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되어 늦춰졌다가 몽촌토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토성과 공원을 한 자리에 존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어 1986년 공식 개장하였다. 

개장 당시의 취지에 맞게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한 경기장들도 함께 준공되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이들 경기장들은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장으로 절찬리에 활용되고 있어 올림픽 공원이 국내 문화행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

었다. 특히 ‘올림픽홀’의 경우 문화 공연 용도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새로이 준공되었으며, 역도경기장의 경우 리모델링

되어 뮤지컬전용극장인 ‘우리금융아트홀’로 재개관되었다. 몽촌토성 주변이나 남서쪽에는 공원의 본래 기능에 걸맞는 잔디밭, 

미술관, 파크텔 등의 문화 및 휴식공간들이 들어서 있다. 특히 공원 내에 210여 점의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조각미술

품들이 무척이나 많아서 미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의 조각공원들과 함께 세계 5대 조각공원으로 손꼽힌다.

As a park located in Songpa-gu, Seoul, it was opened with the aim of celebrating the hosting of Seoul Olympics in 

1988 and was completed in 1986. With the area covering 144.71 hectare, it is one of the biggest park in the city in 

Republic of Korea. Once Seoul was announced as the host city of the Summer Olympics of 1988, Seoul City started the 

first construction in 1984 to wish for the successful bidding of the Olympics and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event. In 

the same year, Mongchon Fortress which was the fortress in the beginning of Baekje Dynastic was unearthed in the 

construction site so the construction was suspended and delayed for a while. In order to preserve Mongchon Fortress, 

a decision was made to keep the fortress and the park in the same place. Thus, the construction was resumed and the 

park was officially opened in 1986. 

In line with the objective of the opening, the construction of stadiums for 1988 Seoul Olympic were completed as well. 

After the Olympics, these stadiums were fully utilized as concert venues for renowned domestic and foreign musicians,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 Olympic Park to position itself as a mecca of domestic cultural events. In particular, 

in case of the ‘Olympic Hall’, it was newly constructed after the 1988 Seoul Olympics for the purpose of cultural 

performances and in case of weightlifting stadium, it was renovated and re-opened as ‘Woori Finance Art Hall’ for a 

venue dedicated to musical events. Around Mongchon Fortress or towards the southwest, grassland, museum, parktel 

and other cultural and leisure spaces were formed in line with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ark. In particular, over 210 

sculptures have been installed within the park, listing its name as one of the Top 5 Sculpture Parks in the world along 

with the sculpture parks in USA, UK, Japan and Norway.



장지동 (가든파이브) / Jangji-dong (Garden Five)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대형 상업 및 물류단지로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인접해있다. 청계천 재개발로 발생

한 이주 상인들의 수용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개발은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맡았다. 총 820,300m2의 면적을 자랑하며, 

공사비는 2조원이 들었다. 대형 영화관과 쇼핑몰 등 여러 시설까지 갖춘 국내 최대급의 상업단지를 목표로 건설되었다.

가든파이브라는 이름은 쇼핑몰인 라이프, 업무 단지인 웍스, 공구상가인 툴, 물류단지인 익스프레스, 지역활성화 단지인 

드림 등 모두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는 뜻이다.

As a large scale commercial and logistics complex situated in Munjeong-dong, Songpa-gu, Seoul, it is close 

to Subway Line Number 8’s Jangji Station. It was planned to accommodate displaced merchants due to the 

redevelopment of Cheonggyecheon and the development was conducted by SH Corporation within Seoul City. 

It prides in an area of 820,300m² in total with a construction cost of KRW 2 trillion. It was constructed under the 

objective to become the biggest commercial complex in Korea equipped with large-scale cinemas, shopping malls 

and others. 

The name Garden Five refers to the 5 districts comprised of a shopping mall Life, work complex Works, hardware 

store Tool, logistics complex Express and complex for activating the region Dream. 

1995년 장지동 일대 Jangji-dong in 1995

2015년 장지동 일대 Jangji-dong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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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기계상가 / Guro Machinery Store 

구로라는 이름은 ‘옛날 이 지역에 아홉 노인이 오래 살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등포구에 속해 있다가 1980년 4월1일 

구로구로 나눠졌다.

구로구는 1967년 설립된 구로1공단과 함께 발전했다. 1970~80년대에는 신발, 의류, 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도 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3D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공단의 공동화가 진행됐다. 1988년 40억 달러를 넘겼던 수출 규모는 1999년 15억 

달러로 급감했다.

기적의 변화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와 구로구의 각종 지원이 진행되면서 대

기업 연구개발시설, 지식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들었다. 1999년 597개였던 입주 기업수는 2011년 1만개를 

넘겼고, 고용규모는 12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IT 기업이 전체의 80%에 육박해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산업단지로 

우뚝 섰다.캄캄했던 과거 ‘공단’에서, 희망의 미래 ‘첨단’으로 옷을 갈아입은 구로디지털단지. 그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내일도 바라볼 수 있다.

The name Guro originated from ‘9 elderly people who used to live in this region a long time ago’. It used to be part of 

Yeongdeungpo-gu but in April 1st 1980, it was divided into Guro-gu. 

Guro-gu developed together with Guro Industrial Complex 1 which was established in 1967. In the 1970s~80s, when 

the labor-intensive industry focused on shoes, clothes and heavy machinery, it acted as an advance base of Republic 

of Korea’s export industry. However, in the mid-1990s, companies transferred their plants to overseas and with the 

avoidance of 3D industry, the Hollowing out phenomenon of the industrial complex took place. The amount of export 

which used to exceed 4 billion dollars in 1988 rapidly dropped to 1.5 billion dollars in 1999. 

Miracle began from the year 2000 onwards. It was renamed as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and together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Guro-gu’s various supports,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of large companies, 

knowledge indust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ftware companies and others moved in. The number of 

597 companies in 1999 rose to 10,000 companies in 2011 and the employment scale surpassed 128,000 people. 

In particular, IT companies took up 80% of the total, transforming the area into Republic of Korea’s best high-tech 

industrial complex. The metamorphose of Guro Digital Complex from ‘industrial complex’ with dark past to ‘high tech’ 

with a bright future. Through its history, the glimpse into Republic of Korea’s past and the future can be taken. 

1995년 구로기계상가 Guro Machinery Store in 1995

2015년 구로기계상가 Guro Machinery Stor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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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 / Gasan Digital Complex

원 지역명은 가리봉동이다. 가리봉동 시절에는 구로와 금천 일대의 공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곳이었으나, 서울 시내의 공

단부지 재개발을 통해 현재는 IT 산업단지와 패션 아울렛 등이 놓여있어 현재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은 상당히 현대적인 분위

기를 풍긴다.

주변은 원래 구로공단의 일부였으나, 경공업 위주의 공단이 노후화되면서 재개발되었고,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재

개발되었다. 때문에 낡은 공단의 잔재들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나, 외관에 유리를 사용한 고층 업무용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

으며, 또 과거 의류 제조업 등의 경공업이 발전했던 배경이 있어서인지 의류 관련 아울렛들이 성업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2000년대 후반 들어서나 이루어진 것으로, 200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쇠퇴하는 공업단지에 있던 역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 정부 주도로 IT 첨단 산업 단지로 육성되었고 이름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경되었다. 이때 오렌지아울

렛, 효성물산 등 패션타운이 조성되었고,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지고, 서울시 등이 지원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해 제조업, 정보

기술업, 물류업 등 중소기업의 아파트형 공장들도 세워졌다. IMF이후 테헤란로 등에 몰려있던 벤처기업들도 땅값의 급등으로 

인해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다.

The original name was Garibong-dong. It was located in the industrial complex of Guro and Geumcheon at the time of 

Garibong-dong, but it currently came to houses IT industrial complex and fashion outlets through the redevelopment 

of industrial site in Seoul emitting an extremely modern atmosphere around the Complex. 

The neighborhood was originally a part of Guro Industrial complex but as the complex focusing on light industry 

deteriorated, it has presently been redeveloped into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Therefore, although remains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can still be spotted, many high-rise office buildings with glass exterior have been built and 

many clothing outlets are prospering, probably because of its flourishing past history of light industries such as clothes 

manufacturing. Such development only started to take place in the late 2000; until the beginning of 2000, the station 

was home to a typically declining industrial complex. 

In the 2000, under the lead of the government, it was fostered as a high-tech IT industrial complex and was renamed 

as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At this point, Orange Outlet, Hyosung Group and other fashion towns were created 

and various incentives offered by Seoul City attracted apartment-type of factories and apartment-type of SME 

factories such as manufacturing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logistics industry. Since the economic 

crisis, venture companies that used to be in Teheran-ro moved here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land prices. 

1995년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in 1995

2015년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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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드컵 운동장 World Cup Stadium in 2015 

월드컵 경기장 / World Cup Stadium

서울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막구조 지붕의 대형 스타디움이다. 

21세기 소망과 정성, 풍요를 담은 대한민국 전통 소반과 팔각모

반, 그리고 평화의 염원을 방패연에 실어 하늘에 띄우는 이미지

와 함께 특이한 지붕 구조는 인근 마포나루에 드나들던 황포 돛

대를 형상화 한 것이다.

경기장의 총 좌석 수는 6만6,806석으로 아시아 최대의 축구 전

용 경기시설이다. 이곳에서 월드컵 개회식을 비롯해 피스컵, 

FIFA U-17 월드컵 등 많은 국제 축구대회를 치렀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대한민국과 독일의 4강전이 개최되었던 

곳이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프로축구팀 FC 서울의 홈경기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Seoul World Cup Stadium is Korea’s first stadium with a 

membrane structure roof that was constructed to host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Together with the image 

portraying Republic of Korea’s traditional portable dining 

table and octagonal dining table embracing the hope, 

sincerity and prosperity of the 21st Century and Bangpae 

Kite embracing the desire for peace, the special roof 

structure embodies the royal robe mast that used to frequent 

in the nearby Maponaru. 

The stadium holds 66,806 seats in total and is Asia’s biggest 

football stadium. Besides the opening ceremony of the 

World Cup, Peace Cup, FIFA U-17 World Cup and many 

international football games were held here and the semi-

final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Germany were held 

here during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From 2004 

until now, it is being used as a home stadium for Seoul FC 

professional footbal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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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월드컵 운동장 World Cup Stadium in 1995

2000년 월드컵 운동장 World Cup Stadium in 2000



2015년 하늘공원 Sky Park in 2015 

하늘공원 / Sky park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과 성산동 일원에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을 기념하여 조성된 공원이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한강변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 쓰레

기 매집장이 폐쇄된 자리와 그 주변에 조성하였으며,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10월 10일 쓰레기매립장에서 300여m 떨어진 상암동 일대 시유지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지로 지정되었다. 근처에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난지도 생태공

원 조성 사업은 난지도 공원과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택지개발,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계된 대규모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매립장 안정화와 주변 지장물 이전 

등의 사업이 이루어진 후 2001년 1월 29일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월드컵 직전인 2002년 5월 1일 개장하였다.

This is a park that was constructed to commemorate the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over Sangam-dong and Seongsan-dong, Mapo-gu, Seoul. It was 

created on Nanjido Landfill which was a landfill site along the Han River from 1978 to 1993 and comprises 5 parks including Peace Park, Sky Park, Sunset Park, 

Nanjicheon Park and Nanji Han River Park. 

On October 10th 1997, the city land in Sangam-dong which is approximately 300m away from the landfill was designated as a construction site for Seoul 

World Cup Stadium. With its construction nearby, Nanjido Ecology Park construction project was expanded into a large-scale park construction in connection 

with Nanjido Park, World Cup Stadium, Sangam-dong Housing Site Development and Digital Media City. After the stabilization of the landfill and the transfer of 

surrounding obstructions, the construction work for the park began on January 29th 2001 and was opened on May 1st 2002, immediately before the World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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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하늘공원 Sky Park in 2000



2015년 은평뉴타운 Eungpyeong New Town in 2015 

은평뉴타운 / Eunpyeong New Town 

서울시 서북쪽 끝, 본래 경기도 고양시의 일부였으나 1973년 서

울시로 편입되었다. 이 지역은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개발

로부터 소외되어 급격히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2005년 12월 공

식적으로 은평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

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개발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강북에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만한 주거지역을 만들

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다른 또 하나는 서울 시내에서 소

득수준이 가장 낮은 서울 서북권에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하여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통해 임대주

택을 대규모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을 추진하면서 환경공생 형 도시개발이라는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녹지체계 및 수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서쪽으로는 서오릉 자연공

원 남쪽으로는 갈현근린공원을 두고 있어 도시 내에서 자연 그대

로를 느낄 수 있는 서울지역 최고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곳이다.

Located at the edge of northwest Seoul, it used to be a part 

of Goyang City, Gyeonggi Province but was incorporated 

into Seoul City in 1973. This region was excluded from 

development after the Green Belt Designation in 1971, 

undergoing rapid slumism. In December 2005, it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Eunpyeong New Town and with the 

lifting of Green Belt, city redevelopment project commenced. 

The purpose of development can be summarized into 2. The 

biggest objective was to create a housing district capable 

of absorbing the demand of Gangnam in Gangbuk and 

the other was to supply large-scale rental houses through 

Eunpyeong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due to the 

relatively serious lack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in the 

northwest Seoul where the income standard was one of the 

lowest in the city. 

As the project was implemented under the objective of 

environment symbiosis type of city development while 

simultaneously implementing development, the green belt 

system and water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relatively 

well. 

Moreover, Bukhan Mountain National Park towards the East, 

Seooreung Royal Tomb Nature Park towards the west and 

Galhyeon Neighborhood Park towards the south offer the 

best natural scener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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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은평뉴타운 Eunpyeong New Town 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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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 종합운동장 / Seoul Sports Complex

. . . . .  잠실 / Jamsil

. . . . .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 Lotte World and Lotte World Tower

. . . . .  올림픽공원 / Olympic Park

. . . . .  장지동(가든파이브) / Jangji-dong (Garden Five)

. . . . .  구로기계상가 / Guro Machinery Store

. . . . .  가산디지털단지 / Gasan Digital Complex

. . . . .  월드컵 경기장 / World Cup Stadium

. . . . .  하늘공원 / Sky park

. . . . .  은평뉴타운 / Eunpyeong New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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