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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와 중구청,

그리고 정동 지역협의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에서 만나는 대한제국 13년의 역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응답소 또는 홈페이지로 보내주세요.

서울시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eungdapso.seoul.go.kr        ■  m.eungdapso.seoul.go.kr

1. 시민광장 (역사문화거점)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의 잔재였던 옛 국세청 별관건물을 

철거 후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가려졌던 역사적 공간을 역사문화명소로 조성. 

지상은 시민광장, 지하는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을 조성할 예정. 

2. 성공회 서울성당
1926년 제3대 마크트롤로프 주교에 의해 건립됐으며, 1978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 일제강점기에 서양인에 의해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설계된 본격적인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큰 건물.

3. 양이재
1905년 경운궁(慶運宮, 덕수궁의 옛이름)을 중건하면서 건축. 1906년부터 

수학원(修學院)으로 사용되었고, 1920년대부터 대한성공회에서 소유·관리. 

2006년 9월 등록문화재 제267호로 지정. 

4. 영국대사관
1883년(고종20) 조영수호통상조약으로 영국과 조선 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

되자 서울에 주재하는 영국 외교사절단이 사용하기 위해 정동에 지은 건물로 

1890년(고종27)에 완공. 

5. 구세군중앙회관 (現구세군역사박물관)
구세군은 1908년부터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고, 1928년 준공된 이 

건물은 벽돌조 2층으로 구세군의 사관 양성과 자선, 사회사업의 본거지. 건물 

뒷면은 증축되었지만 건립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

6. 선원전터
대한제국시기 왕의 초상인 어진을 봉안하는 곳. ‘영성문대궐’이라 불릴 만큼 

덕수궁과 별도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식. 1920년 일제에 의해 모두 훼철되어

그 후 창덕궁으로 옮겨졌으며, 문화재청에서 2039년까지 단계별로 복원 예정.

7. 홍교터
1902년 대한제국과 황실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경희궁과 경운궁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서대문로 상공을 가로지는 구름다리인 홍교를 설치하고 경희궁 궁장을 

개축. 양 궁궐을 잇는 홍교는 최초의 보도육교였으며, 1908년에 철거됨.

8. 구)러시아공사관
1885년 러시아와 조선의 국교체결 이후 1890년에 이곳에 건립. 1896년 친러세력에 

의해 고종과 세자가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유명한 아관파천(俄館播遷)의 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건물이 파괴되어 지금은 전망탑만 남음.

9. 정동공원 (외교역사거점)
근대 공사관 거리의 역사성을 반영한 외교역사공원 조성예정. 문화재청의 구 

러시아공사관 복원계획과 연계 및 외교공관 문화행사 장소 제공 등 축제 및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예정.

10. 구)벨기에영사관터 (現캐나다대사관)
고종은 서양 열강들이 각축 속에서 중립국이었던 벨기에를 모델로 하여 

대한제국 시기 주권수호를 위해 전략적으로 벨기에와의 수교를 맺었음.

11. 손탁호텔터 (現이화여고100주년기념관)
구한말과 대한제국시기에 한국에서 활동한 손탁(孫澤, Antoniette Sontag)이 

1902년 설립한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손탁호텔이 있던 곳. 표지석이 이화여자

고등학교 내 심슨기념관 앞 주차장입구에 세워져 있음.

12. 이화학당 (現이화여고)

1886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M. Scranton) 여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으로 유관순 열사의 모교. 1887년 고종으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받음.

13. 구)프랑스공사관터 (現창덕여중)

1896년 프랑시(V. Colinde Plancy) 공사가 건축.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프랑스영사관으로 격하. 2010년 창덕여중 신축 

터인 교내 운동장 조사 중 지하실 유구와 성곽의 기단부 발견.

대한제국의 길
14. 중명전
1901년 건축된 황실 도서관. 1904 덕수궁 화재로 고종의 집무실이자 외국사절 

접견실로 사용. 1905년 을사늑약이 이곳에서 체결되고, 1907년 황태자(순종)와 

윤비(尹妃)와의 가례(嘉禮)가 이곳에서 거행됨.

15. 구)미국공사관 (現미국대사관저)
서양인에게 매각된 최초의 부동산이자 미국의 첫 외교공관(1976.5월 완공). 관저 

신축 당시 국무부 반대를 무릅쓰고 한옥을 고집한 필립 하비브 대사를 기리는 뜻에서 

하비브하우스라고 불림. 미국대사관저 중 세계 최초로 주재국 전통 건축양식을 따름. 

16. 정동제일교회
1887년 10월 9일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H. G. 아펜젤러가 지금의 위치에 

설립. 고딕양식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 건물은 최초의 서양식 교회로 

이화학당, 배재학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개화운동의 중심 역할

17. 배재학당 동관 (現배재학당 역사박물관)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 고종 22년(1885) 미국의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목사가 스크랜턴 의사의 집 한 채를 빌려 두 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1886년 6월 8일 고종은 배재학당(배양영재의 줄임말)이라는 교명과 액(額)을 내림.

18. 평리원터 (現서울시립미술관)
르네상스식 건물인 본관은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우리나라 최고법원이자 최초의 재판소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있던 자리에 

일제가 1928년 경성재판소를 지었고,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되었으며 1995년 

서초동으로 이전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중.

19. 운교터
경운궁의 좁은 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중화문 맞은편의 땅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를 만들었으며, 그곳으로 건너는 운교를 설치. 정동길이 

확장되면서 철거되었고, 현재는 덕수궁 측에 기초만 남아 있음.

20. 정동전망대(열린경관거점)
서소문청사 1동 13층에 위치하여 덕수궁 및 정동 주변 명소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으며, 열린경관거점으로 조성 예정.

 

21. 대한문
원래의 정문은 남쪽의 인화문(仁化門)이었으나, 환구단 건립 등으로 동쪽이 중심이 

되자 대안문(大安門)을 정문으로 삼았으며, 1906년 수리 시에 대한문으로 명칭을 

변경. 1970년 태평로를 확장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음. 

22. 중화전
덕수궁의 정전으로 보물 819호. 1902년 2층 건물로 지어졌으나, 1904년 덕수궁 

화재 때에 소실되어 단층 다포계(多包系) 양식의 팔작지붕으로 중건. 정문인 

중화문은 단층의 3문, 다포계 팔작지붕의 구조로, 원래는 대문의 좌우로 행각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동쪽 일부에만 그 흔적이 남아 있음.              

23. 석조전
조선시대 궁중건물 중 대표적인 유럽풍의 석조 건축물로 1900년 기공되어 

1910년에 준공.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돌을 사용, 현관에는 오얏꽃이 새겨져 

있으며, 내부는 서양식 가구와 벽난로, 화려한 전등으로 장식되어 있음. 

고종(高宗)이 고관대신과 외국 사절들을 만나는 용도로 사용됨. 

24. 정관헌
1900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서양 양식을 모두 갖춘 정관헌은 

고종이 다과회를 개최하고 음악을 감상하던 곳이며 한때 이곳에 태조(太祖)의 

어진(御眞)을 봉안. 사바찐이 설계하였으며, 지붕은 동양식으로 팔작 지붕이 

덮여있고, 둘레에는 서양식으로 차양칸이 위치한 독특한 구성.

25. 환구단
1897.10.12.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린 후 황제에 즉위한 곳. 일제는 1913년 환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 철도 

완공을 기념하는 철도호텔을 지었으며, 현재는 웨스틴조선호텔이 들어서 있고, 

황궁우만 남아있음.

Korean Empire Trail



서울광장

대한제국의 길
Korean Empire Trail

정동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근대 한국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제국의 원공간(原空間)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궁인 경운궁(現덕수궁)을 중심으로 

자주독립을 꿈꾸던 곳이자,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던 

외교타운이었으며, 종교, 문화, 선교 활동이 시작된 

근대문화의 발상지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은 

13년이란 짧은 시간에 막을 내렸고, 경운궁, 환구단 등 

역사원형이 훼철된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덕수궁 돌담길에 묻혀 잊혀졌던 

대한제국 13년의 역사 재조명을 통해 

정동 지역내 역사문화자산을 성장 동력으로 

정동역사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제국의 길은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조성되는 

역사탐방로입니다. 

구러시아공사관, 영국대사관을 비롯해 

정동교회, 성공회 성당, 환구단 등 

정동일대 역사문화명소 20여개소를 연결하여 

각각의 테마를 가진 5개 코스(연장 약2.6km)로 

2018.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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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로 연장 2.6km (약 2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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