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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Seoul City Wall Division)

01 한양도성 뉴스

한양도성 혜화문 보수공사 완료
및 옛 현판 복원 제막식 개최
한양도성 혜화문 문루의 부분 보수공사 및 현판 복원을 실시하였다. 혜화문 문루는 1994년 복원 후
25년간 목재 등의 풍화 및 부식이 진행되어 2018년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문화재청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수공사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였다. 공사 내용으로는 이완된 기와고르기, 파손된 장식기와 교체
및 보존처리, 문루의 판벽 및 마루의 뒤틀리고 부식된 부재 교체, 기둥 및 판벽, 창방 부재의 단청공사, 협문
하부 수지처리, 문루 바닥 강회다짐 공사 등이 있다.

지붕 공사-양성바르기(공사 전)

지붕 공사-양성바르기(공사 후)

창방 단청(공사 전)

창방 단청(공사 후)

협문 하인방 수지처리(공사 전)

협문 하인방 수지처리(공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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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혜화문 보수공사 완료
및 옛 현판 복원 제막식 개최
한양도성의 진정성 및 문화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한양도성 혜화문 옛 현판을 복원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11월 22일(금) 개최하였다.
혜화문의 기존 현판은 1994년 혜화문 복원 당시의 서울시장인 이원종 시장의 친필로 제작·설치된
것이다. 옛 혜화문 현판과는 전혀 다르고 현판의 글씨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현대의 국어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 원형 훼손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양도성도감은 문화재 원형 회복을 위한 복원
사업의 하나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다.
새로 되찾은 혜화문의 얼굴인 혜화문 복원 현판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되어 있는 옛 혜화문 현판을
그대로 복제하여 제작하였다. 혜화문의 옛 판은 1744년(영조 20년)에 편액된 것으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일부 손실)되어 있고, 글씨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탁본본도 보관되어 있어 그 원형을 알 수 있다.

혜화문 현판 탁본

혜화문 현판 복원 제막식

혜화문 옛 현판

혜화문 현판 복원 제막식

혜화문 복원 현판

혜화문 현판 복원 제막식

seoulcitywal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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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한양도성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양도성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이 11월
27일부터 12월10일까지 진행되었다. 올해 교육은 방문자와의 소통능력 강화를 목표로 세계유산 지역해설
방문 및 교육(10시간), 퍼실리테이션 교육(4시간)으로 총 70명의 해설사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한편, 12월 15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정동 순성길 거점해설’에 대한 사전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운영코스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돈의문 터∼창덕여중∼이화여고∼러시아 대사관∼소의문 터∼숭례문까지
운영되며, 매주 일요일 총2회(오전11시, 오후2시)가 진행된다.

사전교육-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지역해설 방문

퍼실리테이션 교육 1

퍼실리테이션 교육 2

거점해설 교육 1

거점해설 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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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나눔대회 개최

05

2019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나눔대회

2019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나눔대회

2020년 시민순성관 신규위촉 수여

2020년 시민순성관 재위촉 수여

한양도성 우수활동자 시장표창 시상

2020년 4개 구간 팀장·부팀장 선정

2019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0년 시민순성관 활동을 위한 ‘2019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나눔대회’를 12월12일(목) 서울시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seoulcitywall.seoul.go.kr

한양도성 보존 및 홍보를 위해 활동한 시민순성관들의 한 해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우수한 활동은
한 시민순성관 4명, 시민순성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사)문화살림, 한양도성 무료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지부)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으로 재위촉된 93명, 신규 위촉된 27명은 새롭게 정비된 4개 구간에
팀원으로 배정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번 나눔대회를 통해 4개 팀에 대한 팀장과 부팀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2020년 활발한 시민순성관 활동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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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양도성 뉴스

한양도성의 가을 순성길,
완주하고 완주 뱃지 받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양도성 순성길을 완주했다. 한양도성 순성길은 옛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방어하는 성곽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다. 총 길이 18.627Km로 조성된 한양도성 순성길은 자연경관과 어울린
성곽의 웅장한 모습과 자연풍경으로 서울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흥인지문부터 숭례문, 숙정문 그리고 지금은 형태가 없는 돈의문까지 4대문과 4소문 그리고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에 따라 순성길 구간이 나뉜다. (중략) 한양도성 순성길을 걷기 전에 확인해 볼 것이
있다. 바로 한양도성의 4대문이 있는 포인트 마다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완주 기념 뱃지를 준다. 추억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탬프를 찍는 곳은 보통 4대문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작은 보관함에 있는데 이곳에 지도를 끝까지 밀어
넣고 스탬프를 누르면 된다. 다만 숙정문과 돈의문은 스탬프를 찍는 보관함이 다른 곳에 있다. 숙정문은
말바위 안내소에 돈의문은 강북 삼성병원 관리사무소 앞에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다.

백악 구간(말바위 안내소)

낙산 구산(흥인지문 관리소)

목멱 구간(숭례문 관리사무소)

인왕 구간(강북삼성병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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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가을. 한양도성 홍보순성관 배상호 기자 (전문기사 블로그 확인 : https://blog.naver.com/crossroads08/221663914281)
이전

다음

01 한양도성 뉴스

시민과 함께 한 제7회
한양도성문화제 성황리 개최
제7회 한양도성문화제(주제 「도성! 역사와 자연과 사람을 잇다」)가 오는 10월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한양도성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도성문화제는 한양도성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이 직접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대폭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웰컴 투 한양도성’은 도성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도성을 걸으면서 풀어내는 미션프로그램으로
총 15개 지점에서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 진행은 시민순성관이 담당했다. 한편, 사전신청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는 일주코스(10시간) 452명,
반주코스(5시간) 179명이 참석하여 가을 도성의 정취를 맘껏 즐겼다.

웰컴 투 한양도성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단절구간 잇기 프로젝트’는 시민기획단 도성친구들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소원등불을 통해 끊어진 도성을 연결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밖에도 한양도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야기를 담은 ‘한양도성 30초 영상제’, 600년 한양도성이
품은 숨은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구현한 ‘600년 서울, 그 곳’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 대표
문화유산축제로 자리매김한 한 해가 되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달빛순성

seoulcitywal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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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사람들 : 왔노라, 달았노라, 이었노라

역사토크쇼 -600년 서울, 그 곳

혜화동 작은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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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시보는 한양도성

한양도성과 발굴조사

남산회현자락발굴조사

각자성석

동대문운동장 한양도성유구전경

이간수문세부

한양도성(漢陽都城)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경계를 표시함과 동시에 유사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도시성곽(都市城郭)이다. 1396년 축성 이래 여러 차례 수축과 보수를 거듭하면서 조선왕조의 도성(都城)으로서의
위상과 형태를 유지해왔는데, 전체 18.6km중 현재 14.1km가 지상에 남아 있다.
1999년부터 진행된 나머지 멸실구간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23개 지점에서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양도성의 다양한 유구(遺構)가 새롭게 발견됐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서는
08

문헌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이간수문(二間水門)과 치성(雉城)이 발굴되었고, 청계천에서는 오간수문(五間水門)이
조사되었다. 남산 회현자락에서는 태조(14C) 부터 순조(19C)때 까지 다양한 시기의 축조양식을 간직한 한양도성

seoulcitywall.seoul.go.kr

성벽이 드러났으며, 태조때 축조구간을 표시했던 각자성석(刻字城石)도 추가로 조사됐다. 또한 일제가 자행한
한양도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조선신궁의 일부 흔적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한양도성 관련 여러 문헌기록들과 각자성석, 그리고 발굴조사를 통해 찾은 한양도성 유구의
상호보완적인 교차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양도성의 원형을 찾는 학술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최형수 (한양도성연구소장(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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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빛 초롱 축제

서울빛초롱축제는 매년 11월, 매해 다른 콘셉으로 청계천 일대에 오색찬란한 형형색색의 등(燈)을
밝히는 서울의 겨울 축제이다. 2009년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시작된 이래 매년 2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 동계 대표축제로 우뚝서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2019년
서울빛초롱축제는 지난 10년간 서울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를 오색의 등으로 밝히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2019.11.1.~11.17)는 한국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 콘텐츠를 활용해 청계천 길을 따라 동심을
자극하는 72세트 310여 점의 대형 등(燈) 작품들이 끊이없이 펼쳐졌다. 요즘 가장 핫한 을지로와 주변
광장시장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청계천의 밤을 밝혀주는 화려한 오색등을 구경하는 시민들은 수십만 개
빛의 향연에 놀라고 아름다운 청계천 물결에 비춰진 정경에 감탄한다. 아름다운 등(燈) 속에서 함께 거닐 수
있어 연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인생사진 코스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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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포토갤러리

한양도성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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