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393호

｢효창독립100년공원시민홍보단｣ 1기 모집(변경)

서울시에서는 ’19년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 8인의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 일대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재

조성하고자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서울시민에게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추진과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효창독립 100년

공원 시민홍보단’ 제1기를 모집합니다.

2021. 5. 7.

서 울 특 별 시 장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1. 4. 28.(수) ~5. 21.(금) 12:00까지

❍ 모집인원 : 20명

❍ 모집대상 : SNS 활용에 능숙하고 효창공원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 지원자격 : 1개 이상의 SNS 계정을 보유한 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전체공개 필수)

※ 우대사항 : 지자체, 정부 및 시민단체 등 홍보단 활동경력

❍ 제출서류 : 주요 활동경력·지원동기 포함한 참가신청서 1부

- 효창독립 100년 메모리얼프로젝트 홈페이지(www.hyochangpark.com)에서 다운로드

- 포트폴리오 제출 시 가산점 부여(참가신청서 상의 양식 활용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hyochangmemorial@naver.com)

- 이메일 제목은 ‘[시민홍보단] 지원자 이름’으로 작성 제출

❍ 선정발표 : ’21. 5. 28.(금) ※개별 통지(문자 또는 이메일)

http://www.seoul.go.kr


 활동내용

❍ 활동기간 : ’21. 6. 4.(금) ~8. 6.(금)

❍ 활동사항

- 효창공원 관련 블로그, 카드뉴스, 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공유

-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및 취재

- 온라인 발대식·해단식 참석 및 활동기록 작성 등 기타 홍보단 활동

❍ 활동혜택

-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및 소정의 활동비 지원

- 시민홍보단 위촉장 수여 및 활동수료증 발행

❍ 아래의 경우 활동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정치적으로 편중되거나 특정사상에 치우치는 경우

- 영리 등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 동일 내용의 무한 반복, 타인의 글을 복사하여 게시하는 등 성의가 없는

홍보 활동을 한 경우(사안에 따라 협의 후 인정)

 문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hyochangpark.com) 참고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5), 효창독립

100년 메모리얼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458-3315)으로 문의



<별첨1> 효창공원 대상지 현황

□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용산구 효창동 255일대

○ 면 적 : 160,924㎡

- 국유지 129,245㎡(75%), 시유지 38,831㎡(23%), 구유지 3,218㎡(2%)

○ 도시계획 : 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30호), 제1종 일반주거

○ 주요 건축물

구 분 효창운동장 백범기념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중앙회

건립연도 1960.10. 2002.10. 1972.9. 1979.1.

부지면적(㎡) 27,641 18,355 1,484 1,290

연면적(㎡) 3,414 9,683 1,188 1,097

소 유 서울시 국가보훈처 용산구 용산구

관리운영 서울시 축구협회
(위탁)

백범김구선생기념
사업협회(위탁)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시설현황 관람석
약 15,000석

전시관, 컨벤션홀,
대회의장, 교육장 등 1동 4층 1동 3층

○ 사적시설

- 김구 선생 묘역 : 1기 5,016㎡ /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묘역 : 3기 3,300㎡

- 임정요인 묘역(이동녕, 차이석, 조성환) : 3기 1,950㎡

- 의열사(사적 제330호, 1990년 건립) : 위 7인의 영정을 모신 곳(1동, 120㎡)

○ 기타시설 : 북한 반공투사 위령탑, 원효대사 동상, 어린이 놀이터 등



<별첨2>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효창공원은 조선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의 묘역인 효창원의 자리로 일제강점기

유희시설 조성 등으로 묘역이 훼손되었고, 해방 직전에는 서삼릉으로 묘역 이전

○ 해방 후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되었고, 이후 효창운동장

(’60년), 반공투사위령탑(’69년), 대한노인회관(’72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

섰고, 계속된 도시화로 면적 축소, 도로로 단절되어 고립된 공간이 되었음

○ ’19년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의 가치와 의미 재정립 필요성 대두되어 유족‧보훈,

축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마련,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음

□ 추진방향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 속 추모공간으로 조성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연계

1) 일상적 성소

○ 독립운동가 묘역은 역사‧민족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참배 위주의 박제된 공간

이었으나 과거를 포용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공감하는 일상적 성소로 전환

○ 담장, 도로 등 단절요소 제거, 전면성 회복 및 전이공간 조성으로 연계성 확대

2) 다층적 공간 조성

○ 축구 위주 효창운동장은 역사‧문화‧스포츠 기능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

○ 단절된 공원과 운동장은 길→건물→공원이 유기적으로 연결 추진

3) 확장공원 조성

○ 공원 경계부 내외 지역은 통합적 공간개선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공원으로 조성

추모·기념공간 운동장·공원 등 다층적 활용 확장공원



□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