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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Seoul City Wall

600년 수도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앞으로도 서울시는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삶과 같이 해 온 한양도성을 온전히 지키고 가꿔

서울을 대표하는 유산인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자연적인 지형지세를 활용한 우리

한양도성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후세에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고유의 축성방식과 도성의 조영원리가 잘 녹아있는 소중한 역사문화 유산입니다.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시와 자치구, 관계기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한 끝에 2012년 11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이 책이 단초가 되어 서울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산으로서 2016년에 문화재청과 함께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전문가의 현지실사를 거쳐 2017년에는 최종 등재여부가 확정되는 만큼 한양도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책 「한양도성」은 한양도성의 역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더 널리 전파하고자 기획된 정기간행물입니다. 「한양도성」 발간을 계기로 전문가, 시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한양도성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을 더욱 강화해 그 가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한양도성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양도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계각층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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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라는 100년 후의 서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옥자
한양도성 낙산구간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개발

그림 <청풍계(淸風溪)> 에 그 곳에 있던 안동김문(安東金門)

안에 바둑판처럼 펼쳐진 여러 마을을 읊은 시이다. 다섯

이전했다 한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득한 옛날

시대에 고층빌딩을 강남으로 몰아내고 사대문 안, 즉 도성

저택과 뒷산인 인왕산의 암벽 병풍바위의 장대한 모습이

번째 동문교장(東門敎場)은 동대문 밖의 훈련장을 읊은

한강을 끼고 발전했던 한성백제가 서울에서 밀려 공주·부여

안은 옛 모습을 복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더라면

보인다. 지금의 청운초등학교 부근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이다. 여섯 번째 서강조박(西江漕泊)은 서강에 정박한

등 한반도의 주변부로 수도를 옮기다가 결국 망국에까지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이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다시

조운선을 읊은 시이다. 일곱 번째 남도행인(南渡行人)은
다음이 쌍계동이니 지금의 성균관 위에 있었다는데,

남쪽나루의 행인을 읊은 시이다. 남쪽나루는 한남동에

조선왕조가 1394년 개경에서 서울로 천도한 후 6백년이

18세기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1676-

이름대로라면 두 개의 계곡물이 합수되는 지점이었을

있던 한강도(漢江渡)로 추정된다. 여덟 번째 북교목마

훌쩍 넘게 서울은 수도로서 영욕을 함께하였으니 국민들의

1759)선생이 그린 서울 그림을 보면 더욱 그 시절이

것이나 그 흔적조차 희미하다. 다음이 백운동이니

(北郊牧馬)는 북쪽교외의 목마장을 읊은 시이다. 이 목마

서울 사랑은 각별하다고 하겠다.

그리워진다. 겸재의 <장안연우(長安烟雨)>라는 그림에는

고지도를 보면 청풍계에서 서북쪽으로 보이는 인왕산

장은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던 녹양평으로 추정된다.

이슬비에 촉촉하게 젖은 서울시가의 모습이 내사산 사이에

기슭이다. 마지막으로 남산의 청학동인데 남산 북쪽 가운데

조선 건국 후 고려의 남경이던 서울이 수도로 정해

신기루처럼 아련하게 펼쳐있고 사이사이에 울창한 숲이

자락, 즉 지금의 한옥마을 일대였을 것이나 그 경관은

이 외에도 서울을 찬미하는 <한양가(漢陽歌)> 등

지기까지 여러 가지 전통지리학(풍수학)적인 논의가

있어서 쾌적한 공원도시의 면모를 보이며 환상적이고

이미 사라지고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울의 승경 중

조선시대 사람들의 서울 사랑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루어지다가 결국 북악산(백악)을 진산으로 하고 인왕산을

은성한 서울의 풍광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유일하게 그 모습을 잔존시키고 있는 곳은 삼청동뿐이고

<서울찬가> 못지않게 그 열정이 식을 줄 몰랐다. 서울은

‘삼청동문(三淸洞門)’이라 각자되어 있는 바위가 삼청동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여

입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우백호, 낙산을 좌청룡, 남산(목멱산)을 안산으로 하는
내사산 개념 위에 동·서·남·북의 사대문을 두는 서울

겸재의 그림 <수성동(水聲洞)>은 옥인동 수성동 계곡을

한양도성이 설계되었다. 사대문 안은 내명당으로, 도성

복원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내었다. 옥인아파트를 헐어

밖으로는 외사산의 주작에 해당하는 관악산까지가

내고 그림에 있던 돌다리 기린교를 지표삼아 그 옛날 물소리

조선후기 숙종대왕이 남긴 어필 <경도팔경시

외명당으로 설정되었다.

우렁차게 울리던 수성동의 그윽한 경관을 재현하여 많은

(京都八景詩)>도 있다. 당시 서울은 ‘경도’로 불렸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근래 서울시가 한 일 중

모양이다. 서울의 궁궐·관청과 동서남북 여덟 곳의 경관을

하루빨리 한양도성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도성 안엔

으뜸가는 착한 사업이다.

읊은 칠언절구 여덟 수를 해서로 쓴 목판본 어필첩이다.

겸재의 그림에 남아 있는 경승들을 되살려내어 곳곳에

그 첫 번째 기전산하(畿甸山河)는 서울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승과 문화재를 품은 녹색 숲이 있는 쾌적한

오늘날 서울은 이 명당개념에서 별로 멀리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대문을 통과하는 성곽으로

도시이다. 아니, 서울 그 자체가 귀중한 우리의 문화
유산이다.

둘러싸인 조선시대 도성 안, 즉 내명당은 옛 서울이고

실제 도성 안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산하를 노래한 시이다. 두 번째 도성궁원(都城宮苑)은

공원도시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고도(古都)의

지금의 강남권이 외명당에 해당하니 말이다. 이제 서울시는

경승지가 여러 곳 있었다. 첫째가 삼청동이니 지금도 그

도성과 도성안의 여러 궁원을 읊은 시이다. 세 번째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도성안 옛 서울과 최신식 고층 빌딩군이

일제강점기에 훼손되고 6.25전쟁으로 파괴되었을 뿐만

일부가 삼청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음이 인왕동이니

열서성공(列署星拱)은 도성 안에 있는 여러 관청을

즐비한 강남의 새 서울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함께

아니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기형화된 옛 서울의 도성을

지금의 백악과 인왕산 사이 인왕산 자락이다. 겸재의

노래한 시이다. 네 번째 제방기포(諸坊碁布)는 도성

융성하는 모습이 100년 후 내가 바라는 서울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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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소금 광산 개발을 막았으며, 아프리카 빅토리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는

폭포 위를 가로지르는 댐 건설 계획을 취소시킨 일 등은

‘우리 것이 최고야’라는 태도로 독특성에 대한 세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당성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문화의 교차로’, ‘독특한
유적’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유산 자체의

2. 세계유산의 등재 조건

질적인 가치에만 치우쳐 고유성을 강조하거나, 지역적
국가적인 중요성과 상징성에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세계유산 제도의 소개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최재헌
한양도성 백악구간

첫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먼저

잘못 해석하는 사례이다. 문화유산의 경우에 등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필요성에 대한 조화로운 설명과 함께 너무 광범위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지엽적인 특정 대상에 치우치지 말고 초점을 맞추어야

유일한 것이거나 특정 국가만이 가지는 희소성 뿐 아니라

한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적절한 지구적, 지리적, 문화적

국경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띠는 가치를 의미한다.

틀 속에서 비교 연구(Comparative Analysis)를 통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을

다른 유산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왜 인류에게

다음과 같이 10개로 제시하고,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탁월한 가치가 있는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이 중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은 1972년
21개국이 ‘세계유산협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적 · 역사적 ·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자연적 가치에서 중요한 유산의 목록을 만들고, 이것을

Cultural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육,

세계유산 사이트 목록 (World Heritage Sites List)이라고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명명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은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1975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14년

유산은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이외에도 유네스코

말 등재된 유산수는 현재 1007개이다. 세계유산은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세계

크게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건축물, 조각이나 회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무형유산협약’이라는 국가간

동굴벽화 등과 같은 기념물, 고고학적 유적이나 구역,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대표목록을 선정해 왔으며,

또는 문화경관을 의미하는 유적, 그리고 독립적이거나

우리나라는 현재 17개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연속한 구조물을 나타내는 건조물군으로 구성된다.

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부터 시작한 일반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생물서식지, 자연경관,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11점을 등재하고 있다.

자연 기념물 등이며,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결합된 유산이다.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세계유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재원이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세계유산
기금을 설립하였고, 세계유산으로 지정 함으로써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집트
기자지구 피라밋을 관통하려고 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 로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다른 곳으로 우회시키고, 멕시코의 회색 고래 서식지

등재기준 i) 에서 vi)번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기준이고,
vii)번에서 x)번은 자연유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둘째,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진정성이란 ‘베니스 헌장’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정보 출처에 유산가치가

•기준 i)

 류의 천재적인 작품, 프랑스의 Pont du
인
Gard (로마시대 수로) 등이 사례

•기준 ii)

 류의 중요한 가치 교환의 증거, 피지의
인
Levuka Historical Port 등이 사례

•기준 iii)

현재나 과거의 문화 전통의 예외적인 증거,
에티오피아 Harar-Walled city 등

•기준 iv) 인
 류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것, 자바섬의 Prambana Temple 등
•기준 v)

 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증거, 미국
인
뉴멕시코의 Taos Pueblo 전통취락 등

•기준 vi)

1-5번 기준과 연결되어 무형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증거, 중국의 진시황릉의
병마용갱 등이 대표적 사례

•기준 vii) 최상의 자연이나 자연현상
•기준 viii) 지
 질학 및 지형학의 주요 사례와 탁월한
증거
•기준 ix) 생태학적 주요 진화 사례
•기준 x)

생물다양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사례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나라헌장(Nara
Document)에서는 진실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항목을 제시하였다.
•형태와 디자인 - 변화와 변화 정도, 디자인과 형태의
정확성, 변화 자체가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
•자재와 구성 물질 - 자재의 대체정도, 수리나 복원의
원형과의 유리 정도
•용도와 기능 - 용도와 기능 관련 대상과 변화 정도 및
이유, 변화의 강도 및 기반이 되는 사회적 메커니즘
•전통, 기술, 관리체계 - 유산을 유지하는 사회적
메커니즘, 변화 여부와 정도, 이유, 수리 여부와 관련성
및 정도
•입지와 주변 환경 - 환경 변화 여부와 정도, 경계 획정
•언어와 다른 형태의 비물질적 전통 - 사용 집단,
변화 여부와 이유, 쇠퇴 여부, 유산을 지지하는 사회
메커니즘, 사용 인구와 위협 요소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외부 요인들 - 가치의 주체,
변화와 정도, 쇠퇴 여부, 사회 메커니즘, 대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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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절차>
잠정 목록 등재 -

1차연도 9월 30일 -

연중

Draft 신청서 제출

남한산성 동문 전경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2차연도 2월 1일 -

2차연도 5월 1일 -

2차연도 5월 ~ 12월

정식 등재

수정보완 자료

- ICOMOS 현장 실사

신청서 제출

1차 마감

평가

3차연도 6월 ~ 7월 - 세계유산위원회 심사
등재, 등재불가, 보유(Deferral), 반려(Referral)

남한산성 세계유산 표석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한편, 완전성은 문화유산과 그 속성의 흠이 없는

2월 1일까지 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월에서 9월

전체성(Wholeness)과 무손상성(Intactness)을 의미하며,

사이에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를 받으며, 이듬해

유산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적절한

6월경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심사기구의 권고

규모인지, 또한 무관심과 개발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사항을 기초로 등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자유로운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맡고, 자연유산의 경우

충족하여야 한다. 유산 보존 상태를 분석하고, 유산구역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맡는다. 유산에 대한 서류

완충구역의 경계를 획정하며,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검토와 보존관리체계 실사자 보고를 거쳐 자문기구에서

대비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법령, 조례 등

권고안을 결정한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거쳐

법적 제도적 관리제도와, 종합정비계획, 일상 관리체계,

세계유산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 결과는

소유권, 관리 재원 조달과 예산 집행 현황, 전문가 활용

등재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

및 보존 관리를 위한 교육 상태, 방문객 시설과 인프라,

(Not Inscribed)의 4가지로 제시된다. 보류의 의미는

유산의 활용을 위한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 관리 전문가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음 해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수준, 유산에 대한 기록화 실적, 사진 및 시청각 매체

반려의 경우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서

자료, 이해당사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

등재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새롭게 등재 심의를 받아야

정도와 경관의 조화로움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등재 불가의 경우에는 세계유산으로서의 조건을

한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잠정목록에서도 삭제하여야
한다.

2차연도 12월 1일 수정보완자료

권고

2차 마감

<국내 절차>
잠정목록 대상 신청

잠정목록 대상

– 지자체

문화재 검토

신청서 감수 및

등재신청 문화재

보완 초안 유네스코

확정 - 문화재

제출

위원회 심의

세계유산에 대한 심사는 문화유산의 경우 국제
셋째, 지속가능할 수 있는 보호 및 관리의 요건을

3차연도 3월 ICOMOS 내부회의,

잠정목록 대상

잠정목록 신청대상

문화재 조사 및

확정 – 문화재

신청대상 선정

위원회 심의

등재신청서 검토 및
신청 대상 조사

등재신청서
작성 제출 지자체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등재신청 사전 협의
- 지자체 / 문화재청

최종 등재 신청서 제출

세계유산 등재 절차

4.

세계유산제도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의미는 ‘특정 국가, 지역,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국제적 표준에

단체, 개인의 유산에서 벗어나 인류가 공동으로 향유하고

맞는 새로운 관리와 보존 방식 도입과 국제적 역량을

세계유산의 등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매년

보존하는 유산’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문화적

갖춘 세계유산 인력 양성, 국제적 수준에서의 관리체계와

3. 세계유산 등재 절차
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중앙정부, 우리나라는 문화

6월경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보존원칙의 정립 등이 필요하다. 즉, 세계유산제도는

재청이 하도록 되어 있다. 등재 신청 이전에 최소한 1년

Committee)에서 21개 이사국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받으며, 서비스 경제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산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 가치로 재창출하는 중요한

이상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잠정목록 등재는

이루어지게 된다.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등재 이후에는 보전 관리의 의무를

수단이므로, 등재 뿐 아니라 문화의 정체성 구축과 함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연중 수시로 등재 가능하다.

지게 되어 매 6년마다 유산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문화유산을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는 최소한 5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작업이다. 기초연구와 신청서 작성에 최소 2년, 이후 매년

처한 유산목록’에 등재된다. 이에 따라 유산의 보존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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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유산과 한양도성
Urban Heritage and Seoul City Wall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소장 송인호
한양도성 남산구간 동쪽 나무계단길

한양도성(漢陽都城)은 국보1호 숭례문, 보물

이장하고, 1410년 개천을 정비하고, 이어서 1412년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다져 쌓은 지형과 일체화된 단면으로 구축되는 독특한

1호 흥인지문, 그리고 사적10호로 지정된 서울 한양

시전행랑을 건설함으로써 도시의 골격을 갖춥니다.

Value)’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도시성곽 유형 (An Outstanding Example of City Wall

도성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자. 조선왕조의 수도

그리고 1422년 상왕으로 있으면서 1397년 태조 때

도시유산으로서 한양도성이 갖는 유산가치를 다음과 같이

type)입니다. 산지구간에서 도시구간에 이르기까지,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사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평지에 쌓았던 토성을 석성으로 다시 쌓아 도성의 축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암반구간에서 물길이 관통하는 낮은 구간에 이르기까지

도시성곽입니다. 영조는 1751년에 반포한 수성윤음

마무리함으로써, 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과 형태를

(守成綸音)에서 1760년 ‘준천(濬川)’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궁궐, 종묘, 사직단, 시전행랑,

첫째, 서울 한양도성은 수도 서울의 육백년의

축조기술을 보여줍니다. 14세기 말에 축조된 숭례문과

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송(禁松)과 개천을 관리하는

개천은 한양도성과 한 몸과도 같습니다. 한양도성은

역사층위 (Historic Layering)가 몸에 새겨져있는 도시

그 이후에 중건된 문루건축은 동아시아 중층 목조건축의

준천(濬川)과 도성을 지키는 수성(守城)이 백성을 위한

‘수도의 위엄을 표현하는 기념비(Monument)’이자 ‘성안과

유산 (Urban Heritage)입니다. 서울 한양도성은 조선

규범적인 사례이며, 도시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양도성은 궁궐과

성밖을 구별하는 도시경계’입니다.

왕조의 수도의 도시성곽으로서 오백여 년 동안 도성

있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의 도심을 에워싸면서, 전체

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해 왔습니다. 조선왕조의

길이 18.627㎞의 도시성곽을 따라 자연풍경(Natural

한양도성의 전체 길이는 18.627㎞입니다. 그 중에

전 기간 동안 시기별 축성과정과 관리방식, 축조형태와

scenery), 군사지역 (Military zone), 그리고 도시일상공간

약 13㎞는 원형 그대로 복원 (Restoration) 또는 중건

수리기술이, 성벽에 새겨진 각자성석과 함께 특출한

(Urban Village)이 성곽원형과 유적과 기억과 함께 독특한

(Reconstruction)된 형태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사적 증거 (Exceptional Testimony)가 잘 보존되어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약 5㎞의 구간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거나, 지표면 아래

있습니다. 20세기에 식민도시로서의 훼손과정과 거대

매장된 유적으로 남아있거나, 또는 멸실되어 기억으로

도시로의 확장과정을 겪으면서, 훼철과 복원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역사와

유적으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종묘사직과 함께 수도의 위엄을 표현하고, 그 안에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는 도시성곽입니다.

지형조건과 도시조직에 따라 대지와 일체화된 다양한

자연의 띠’로서 한양도성의 위상과 의미를 회복해야

백악 성벽의 설경

한양도성은 2012년 11월 23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Tentative List, World Heritage)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5일 문화재청 세계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양도성이 갖고있는 유산가치’를

둘째, 서울 한양도성은 지형과 일체화된 형태를

유산위원회의 결정으로, 2016년에 세계유산센터에

새롭게 인식하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

이루고 있는 건축기술의 총체 (Architectural and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세계유산

서울시민이 공유하고, 인류가 인정할 때 한양도성이

Technological Ensemble)입니다. 이 도시유산 (Urban

우선등재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될 수 있습니다.

Heritage)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의 경계를 따라

서울의 유산이자 세계의 유산으로서, 우리의 유산이자

자연경관과 도시경관 (Natural and urban landscape)이

인류의 유산으로 보호하기로 약속합니다. 한양도성을

한양은 1394년 조선왕조의 도읍으로 새롭게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11월 1일 제17차 유네스코

전개됩니다. 수도 한양의 입지는 한반도의 지형체계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건설되었으나, 1405년에 태종이 개경으로부터

정기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인류의

고려하여 풍수에 바탕을 두고 결정되었으며, 서울

개입함으로써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유산으로

다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수도의 건설이 다시

소중한 유산이 인간의 부주의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한양도성은 산과 구릉의 형상에 따라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1409년 신덕왕후의 정릉을 성 밖으로

위해 제정한 약속입니다. 협약에 세계유산이 갖추어야

가지고 있습니다. 석재로 축조된 성벽과 안쪽의 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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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성곽과 한양도성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상구
한양도성 백악구간

조선 후기 18세기 중반 어느 봄날의 풍경을 겸재

도시입지의 지형적 상황이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중세도시의 성주의 거처인 성채(Castle)나 일본 근세도시

후반의 격동기를 통해서였고, 중국 도성제의 영향이

정선이 그림으로 남겼다. <장안연우(長安烟雨)>와

내사산과 그 외곽을 다시 둘러싸는 외사산(북한산-

죠카마치(城下町)의 텐슈카쿠(天守閣)가 높은 곳에서

본격화되는 것도 이 시기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기원

<필운상화(弼雲賞花)>, 이 그림들에는 임진왜란으로

덕양산-관악산-용마산)이 만들어내는 이중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편적 구조이며, 남미의

전후부터 한반도 안팎에는 이미 나름의 고대국가들이

시작된 외침과 내란 그리고 대화재의 깊은 상처들을

분지구조가 도성의 실제 경계인 내사산 너머 아스라이

잉카유적 마추 픽추(Machu Picchu)와 같이 밀림 속

성립되어 있었고 서울 한양도성으로 이어지는 지형을

극복하고 조선왕국의 도성으로서의 위용을 회복한 18세기

이어지는 산들의 실루엣까지 보이게 하여 더욱 산수화와

산 정상에 도시를 세우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반대로

존중하고 이용하는 독특한 도성 조영형식이 형성되고

중반, 절정기 한양도성 안의 모습이 담겨있다. 조금

같은 도시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험준한 산악지형 속에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계곡

다른 위치에서 내려다 본 두 그림 속 도성 안의 모습은

입지형태의 지형적 조건은 조선의 개국 초기 십여 년간의

깊숙이 자리잡은 경우도 희소하긴 하지만 없는 것은

그야말로 도시와 자연이 하나가 된 한 폭의 그림이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한 도성으로서의 한양의 선택의

아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이 자연지형과 일체화된 성으로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 속 어부가 동굴을

결과이고 또한 그 선택의 배경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방을 둘러싼 도시는 찾을 수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나 보았을 그 도원경(桃源境)의 풍경이나 티벳 산속

이어져 오던 도성건설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한국적 도성

보편적으로 선호되어 온 도시의 입지는 배수에 문제가

깊숙한 샹그릴라(Shangri-La)의 첫 풍경이 이런 것이

조영의 전통이 있다. 서울의 입지형태, 즉 땅의 형상은

없을 정도의 미세한 경사를 갖는 평지였다. 고대 지중해

아니었을까? <장안연우> 속 한양도성의 모습은 근경의

그 자체가 우리 도시형태의 유전인자이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 로마가 건설한 수많은 도시들이 그랬고,

백악과 인왕산 자락의 바위와 그 위에 선 소나무들

유전인자는 매우 독특한 것이어서 이웃한 동아시아의

황토고원에서 발생한 중국의 고대도시들 또한 평지에

그리고 그 너머 맞은편에 바라보이는 원경의 남산과

범위에 있어서 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건설된 도시의 전형적 예들이다.

그 아랫자락의 소나무 숲들, 더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찾기 힘든 우리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뾰족한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의 이어지는 봉우리들의

특질이다.

실루엣, 이것이 현실 도시의 모습이란 것이 정말 믿어지지

시야를 동아시아 세계로 좁혀 보아도 서울
한양도성의 독특함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공통적

않는다. 더욱이 <필운상화> 왼쪽 윗부분 남산에서

언덕으로부터 기원하거나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된

특성이 많을 것 같은 동아시아 세계의 도성들 속에서도

서쪽으로 내려온 능선이 인왕산으로 다시 올라가기 전,

도시들은 많이 있다. 고대도시 그리스의 아테네가

한반도 안팎에서 형성되어 온 한국 도성의 조영형식은

가장 낮은 곳에 관악산의 뾰족한 봉우리를 배경으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시작되었고 로마는 일곱 언덕에

지금의 시안(西安)인 고대 장안성(長安城)으로 대표되는

그려진 남대문의 2층 문루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도성을

여러 세력집단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되었으며,

황토고원에서 태어난 평지형의 중국 도성이나 이를 거의

둘러싼 산 능선들이 성곽이 둘러져있는 실제 경계임을

도시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그 중앙에

완전한 형태로 도입한 헤이죠쿄(平城京, 현재의 나라),

확인시켜주고 있다.

자연지형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높은 언덕을

헤이안쿄(平安京, 현재의 교토)와 같은 고대 일본의

만들어 신전을 세우기도 했다. 중국 고대의 성(城)은

도성들과 완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하나가된 풍경은 내사산

도시를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흙을 쌓아 고대(高臺) 즉,

영향력이 확대되어 본격적인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하게

(內四山 : 백악-낙산-남산-인왕산)으로 둘러싸인 서울

인공적인 언덕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설도 있다. 유럽

되는 것은 당의 군사적 힘이 직접 한반도를 흔든 7세기

절벽 위의 성채 세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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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고구려의 고대 도성형식을 완성하는 현재

한반도에는 수없이 많은 산성들이 남아있어 산성,

평양지역의 장안성의 건설이 당 장안성의 전신인 수(隋)

특히 산능선을 이어 쌓는 포곡식 산성이 보편적인 성의

대흥(大興)성과 거의 같은 시기이며, 백제 마지막 도성인

형식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한반도와 이웃한 동아시아의

사비성의 완성시기는 고구려 장안성보다 반세기 가까이

범위 속에서 살펴보아도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앞섰다. 반면 일본이 중국 도성제를 도입한 첫 도성

같은 형식이 존재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7세기 전후에

후지와라쿄(藤原京)를 건설한 것이 7세기 끝무렵이었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코우고이시(神籠石) 유적과 조선식

이후 고대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당 장안성을 축소한

산성이라는 두 가지의 산성이 있었을 뿐이다. 조선식

형태의 평지에 입지한 남북 중심축을 갖는 동서대칭

산성은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자 혹시 있을지

격자형 구성의 도성들을 건설했다. 이후 중세를 통해

모를 일본 열도로의 군사적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되어 있다. 사비도성의 나성이나 한양도성에서와

고대 도성들이 해체 재편된 토대 위에 17세기에 이르러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 고위 관리들이 직접 공사를

같이 구릉의 능선상에 성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릉은

근세 죠카마치(城下町)라는 일본 고유의 도시건설 형식이

지휘·감독하여 축성한 것이어서 이름 그대로 한반도에서

성 안에 포함시키고 정작 성곽은 그 밖의 평지에 쌓고

확립되었다.

건너간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한 것이다. 코우고이시

있는 것이다.

절벽 위의 도시 쿠엥카(Cuenca)

유적은 그 성격에 모호한 점이 많으나 형태는 조선식
18세기 말 수원 화성의 건설을 기록한 『華城城

산성과 유사한 포곡식 산성에 속하는 것으로 조선식

한편 한양도성의 조성은 명이 원나라의 대도(大都)를

役儀軌』에 “우리나라의 성 터는 거의가 산등성이와

산성보다 앞선 시기인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 사이에

북경(北京)으로 개조하여 난징으로부터 도읍을 옮기는

산기슭을 타고 쌓고 있다. 이런 까닭에 자연 지형을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또한 1980년대 이후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 명이 원의 대도를

이용하여 인공으로 쌓는 비용이 들지 않고서도 자연히

백제 산성들에 대한 발굴결과가 축적되면서 백제 산성과

북경으로 바꾼 것이 1403년, 궁궐공사를 시작한 것이

안팎 성이 되는 셈이다.”고 한 것처럼 지형의 가장 높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1408년 원대의 성벽을 남쪽으로 확장하는 공사는

경계점에 성곽을 축조하여 지형의 고저차를 성곽의 높이로

익숙한 포곡식 산성과 서울 한양도성처럼 산 능선을 이어

1419년, 그리고 북경으로의 천도는 1420년, 즉 조선의

이용하는 것이 한국의 성의 축조방법의 가장 두드러진

성곽을 축조하는 방식이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적인

세종 2년이었다. 따라서 명의 도성 북경과 조선의 도성

특징이다. 이 특징은 고대의 산성과 도성으로부터 서울

시야에서 보았을 때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매우

한양은 거의 동시기에 건설된 것이다. 그러나 한양도성과

한양도성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다.

독특한 것이다.

북경성은 전혀 다른 입지, 구조, 형태의 도성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경의 도시 중축선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중국의 역대 도성 중에 현재의 난징(南京 : 1368-

등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양도성의 가장 중요한

1420)과 조선의 한양이 자주 비교되고 있다. 조선의

특징이 자연지형과 일체화된 점인 반면, 남북을 관통하는

새도읍으로 한양도성이 조성되고 있던 시기 중국은 명의

인공적인 도시 중심축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음이

시대였고 그 도읍은 난징이었다. 난징은 중국의 도시

동시대 동아시아 세계의 두 도성 한양도성과 북경성이

중에서 독특한 존재이다. 거의 모두 평지성인 중국에서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구릉과 강 같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예외적인 사례이다.

있다.
북경성평면도 图说北京城

그리고 그 때문에 한국 또는 일본의 도시와 자주 비교되고

구릉 밖을 에워싸는 난징성

있다. 그러나 난징의 성곽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구릉의

우리 눈에 익숙한, 평범하게 보이는 한양도성이 인류

자연지형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방법이 포곡식

전체의 문화적 성취 속에서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산성이나 한양도성과는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난징의

세계적 시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 수 있는지 새롭게

현존하는 성곽을 볼 때 이와는 전혀 달리 구릉을 성곽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에 포함하고 그 구릉과 성밖 평지와의 경계선에 성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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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600년 서울,
한양도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서울KYC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정기안내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기획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걸어야 하는 쉽지 않은 행사지만,
500여 명의 시민분들이 함께 한양도성 18.6㎞에 이르는
한양도성을 완주하고 나면 저절로 서울과 한양도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생긴답니다. ‘서울원정대’ 활동을

서울 KYC 대표 하준태

통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역사를 배우고, 한양도성을 직접 걸으면 아이들에게
한양도성에 걷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KYC는 1999년부터 서울KYC우리궁궐길라잡이

궁궐에서 시작된 회원들의 활동은 ‘서울답사’라는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궁궐과 종묘의 역사와

회원 소모임을 만들면서 서울의 문화유산과 근현대사로

이런 기획행사들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리는 시민안내 자원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관심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2007년 이달수 회원의

신라호텔, 신한은행 등 한양도성 주변 기업들의 협력과

당시는 문화유산해설이 조금 생소하던 시절이었지만,

제안으로 서울성곽(그 당시 이름)일주 답사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YC는 ‘자원활동으로 세상을 젊게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한양도성이 서울의 600년 역사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이렇듯 시민 · 기업 ·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한양도성을

청년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수 있는 대표문화유산,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제대로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였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사적 10호 서울성곽이라는 이름이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2008년부터는 매주 일요일 한양도성을 안내하는

서울 한양도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한양

살고 있는 청년, 시민들이

‘서울KYC도성길라잡이’라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도성도감이라는 전담부서도 생겼고, 최근에는 2016년

서울에 대한 관심과 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KYC회원들만 보기에는 너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대상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려면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과 한양도성의 가치를 더 많은

선정되기도 했지요. 한양도성 주변의 새로운 순성길도

도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1기~6기 100명이

정비가 된 곳이 많고, 단절구간에 대한 보존 ·관리 작업도

대한 지식을 배우고

활동 중이고, 30여 명의 7기 회원들이 수습활동을 하고

여러 곳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나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장점도 있지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안내하는 활동은 서울의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연령과 직업을 가진 회원들이 도성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18.6㎞라는 긴 구간이 개방되어 있는 한양도성의 특성상

역사와 변화를 이야기하는 활동입니다. 2008년에 시작된

‘내가 배운 지식을 남에게

10개월간의 강의실 교육, 현장답사, 매뉴얼 작성, 시연,

언제라도 훼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성의 역사와

도성길라잡이 활동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눠주는 활동’을 통해

시민안내를 통해 한양도성을 공부하여 도성길라잡이가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제대로

살아왔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도 성장하고 ‘더 살기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듣기 위해

물려주기 위한 보존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살아갈 도시, 서울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좋은 서울’을 만들어

소정의 교육비도 납부하고 시민단체 회원으로 매달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회비도 내고, 활동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한양도성은 1975년 ‘호국국방유적’ 복원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참여하는 모습은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에는

국책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600년 역사문화도시

3000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인이 그 가치를 향유할

알려드렸습니다.

유산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KYC도성길라잡이 활동모습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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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낙산구간
이화마을의 삶을 품다

Q

이화마을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광객(외국인 포함)이 많이 늘었다. 그 점은

마을주민으로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을의 이러한 변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을에 관심을 갖고 찾는
60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연과 도시, 역사를 품고 있는 한양도성은 역사의 숨결을 지켜온 우리의 값진 유산이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의 지역 경제에 작지만 보탬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마을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화마을은 한양도성 낙산구간 성곽 바로 안쪽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아온 주민협의회 주민을 만나 이화마을에 대한 궁금증과 마을의 자랑거리 및

생각한다. 마을 주변 환경도 개선되어 마을의 분위기 또한 활기를 띄는 것
성곽 안쪽에 형성된 이화마을의 모습

한양도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같아 마을주민 대부분이 기쁘게 생각한다. 이곳 이화마을은 도성마을이자
다양한 볼거리가 산재된 곳이다. 아울러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을 관광객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Q

이화마을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바람이 있다.

이화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사산의 하나인 낙산에 위치한 마을로,

Q

봄이면 이화동 2번지 부근의 정자를 빙둘러 배꽃이 핀다하여 ‘이화’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Q

이화마을에 사신 기간과 마을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해주세요

이화동 마을박물관 주변 모습

도성 마을 주민으로서 한양도성이 향후 어떻게 변화 발전되기를 바라
는지 말씀해주세요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마을 주민의 역할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이화마을에 산지는 올해로 40년이 되어간다. 이화마을은 한양도성 낙산구간 성곽 바로 안쪽에 있는 마을로

단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과 정부기관의 힘이 합쳐졌을

예전에는 좁은 골목 안에 지은 지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때 600여 년간 서울의 울타리이자 이화마을의 울타리가 되고 있는

정부 지원으로 예술가들이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고 빈터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마을의 이미지가 밝고 화사하게

한양도성의 모습과 가치가 후대에도 그대로 전승될 수 있으며, 나아가

바뀌고 지금은 서울 속 손꼽히는 관광명소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다.

우리의 값진 문화유산이자 세계가 함께하는 유산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이화마을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와 자랑거리를 말씀해주세요.

Q
잘 아시다시피 이화마을은 한양도성 성곽 안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한양도성의 역사와 도성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서울을 병풍처럼 안고 있는 도성길을 언제든 산책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을의 자랑거리이다. 또한 이화마을에는

낙산구간 이화마을 성곽길

 지막으로 한양도성의 보존과 관리, 정비를 위해서 꼭 하시고 싶
마
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11개의 작은 박물관들이 있다. 그중 몇 곳을 소개하면 ‘수작’은 봉제박물관으로서 다리미, 미싱, 실패 등이 전시된

한양도성과 같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공간이며, ‘최가철물점’은 대장간 박물관으로 예전 대장간에서 제작하던 각종 도구들을 모아 놓은 곳이다. ‘개뿔’ 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주변의

‘개뿔도 없다’라고 말할 때의 그 개뿔이다. 이는 반어적 표현으로 ‘개뿔’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역사경관이나 자연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보호되고 관리되기를

이화동 주택의 도면과 스케치를 비롯하여 이색적인 볼거리들을 가득 담아놓은 곳이다. 이화동 마을 박물관에는

바라며 훗날 젊은 세대가 다시 이 마을에 들어와 살 때에도 마을의

우리의 옛 선조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시장들에 들어서면 절로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아,

가치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한양도성은 이화마을의 일부로 앞으로도

그때는 그랬지’, ‘예전에는 저런 게 있었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우리 마을에서

원형에 가깝게 관리되고 정비되었으면 한다. 한옥마을이 관리되고 있듯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을 곳곳에 자리한 벽화로 담장과, 계단마다 색색의 물고기, 꽃,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도성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잘 관리해 후대에 그 모습 그대로를 전할
주민들이 관리하는 이화마루 텃밭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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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준비현황과 계획

추진되면서 2013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계획도

고려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이

수립하였다. 이는 한양도성이 갖는 역사도시경관으로서의

수립되어 한양도성의 전반적인 보존관리 철학 및 원칙이

가치를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성곽의 보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영수

및 보존,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자료 및 연구총서의

현재까지 한양도성 현황조사 및 보존 · 관리 · 활용

발간, 홍보 및 교육, 한양도성 문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의 추진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진행하고 있다.

성곽복원사업과 함께 성곽의 보존실태를 정리한

한양도성 흥인지문 구간

1)

한양도성 은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한양도성 보존관리의 철학과 원칙의 정립

‘서울城郭(1976)’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서울성곽

 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한
계획의 수립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인구 천만의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을 수립하여 한양
도성의 유산 및 주변 도시현황을 분석하고 성벽의 훼손
· 매장 · 멸실 구간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계획

국제도시 서울은 오백여 년 동안 조선의 도읍지로서

유산의 보존관리는 일관된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양도성은 초축(初築, 태조 5년) 이래로 세종,

과 관련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후 ‘서울 한양도성의

그리고 지난 백여 년의 근대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격랑

이루어져야 한다. 한양도성은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가

숙종대의 대규모 수축공사를 거쳐 영조, 정조, 순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속에서도 도시성곽 유산을 온전히 지켜왔다. 동시대의

고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성벽 공사를 지속적으로

(2012)’를 통해서는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도시들이 도시계획과 개발의

시행하며 관리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 성벽의 훼철을

진정성, 완전성이 제시되어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과정에서 성곽 유산을 잃었지만, 한양도성은 그 모습을

시작으로 근대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성벽의 보존이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한양도성의

현재까지 유지해 오면서 다양한 역사적 증거와 유  무형의

위협받았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보수 · 정비사업을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양도성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다.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는 성벽의

통해 옛 한양도성의 모습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성곽

보존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물리적 형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양도성이 품고 있는

복원사업은 창의문 일대의 보수공사(1961)를 시작으로

마련되었다. 더불어 한양도성 뿐만 아니라 성곽주변에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지형과 지세를 이용한 뛰어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훼손된 성벽을

대한 도시경관관리 및 성곽마을 관리를 위해 서울 사대문

축성술, 축성기록, 무형유산, 다양한 예술작품, 그 속에

복원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양도성의

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2012), 역사도심 관리

담긴 사람들의 삶과 지혜 등)와 증거는 시 공간을 뛰어넘어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기본계획(2013), 한양도성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2013),

후대 및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원형보존과 고고학적 발굴이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이제 한양도성은 그 가치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서울성곽(한양도성)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

연구(2012), 서울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 기본계획(2013)

인류와 함께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수립 이후 세부계획으로 한양도성에 대한 복원계획을

등이 수립되었다.

2)

세계유산목록 으로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마련하여 성곽의 보수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성곽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양도성
보존관리의 철학과 원칙의 정립, 둘째,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셋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의 마련이다.

백악 청운대 주변 한양도성 발굴 현장 설명회

1. 1963년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지정명칭은 ‘서울성곽’이었으나 2011년 7월 사적의 통일된 지정명칭 부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한양도성’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가 위치하는 지역명인 서울을 생략하고 한양도성으로 표기하여 서술하였다.
2.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한양도성을 찾은 세계유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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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도 및
한
관리체계 마련

등재된 이후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보호관리계획4)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호 및 관리 상태를 보고하고 등재된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세계유산에 전문가를 배치하며, 제반사항 수행을 위한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의

관리해야할 만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정비, 보호관리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한양도성의

Universal Value)를 갖추어야 하고 그 가치의 진정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작성 연구(2013-

(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이 충족되고

15)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입증은 보존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한양도성
잠정목록
등재
(Tenaitive
List )

1

2

3

2013.10-2014.12

2015.9.30

2016.1월 중

등재신청서
작성
(nomination dossier)

등재신청서(초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9월30까지 제출

매년 2월 1일까지
접수

등재신청서
작성은 관례상

1년 이상
기간이 소요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요구
•
•
•
•
•

보존관리계획서
도면, 사진집
문헌자료집
지도,그림자료집
그외 안내서, 동영상,
홍보물

• 유네스코는 등재신청서 접수 숫자를 매년 45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등재신청서는
1월 중순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개월 이상

한양도성의 세계유산목록 등재과정

세계유산제도에서 요구하는 등재 요건을 충족하면서,

등재신청서
를 문화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평가

2015.4-2015.8
등재신청서
작성
(nomination dossier)
영문작성

기간이 소요

5

4
2016.2-6

2016.6-10

2017.4(이전까지)

2017.6-7

이코모스(ICOMOS)
에서 대한민군
문화재청과 접촉하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신청유산에 대한
실사 실시
및 서류전반 심사

이코모스(ICOMOS)
에서 평가내용을
이듬해 4월말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이코모스에서
제출한 권고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WHC)

• 세계유산센터에서는
문화유산은 자문기구인
ICOMOS에 유산의
평가를 의뢰

• 전문가를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6월에서
10월 사이에 한양도성
현지에 파견하여
• 이코모스에서 한양도성의 신청 유산에 대한
현지실사 실시
세계유산 등재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

•
•
•
•

최종결정

등재(Inscription) 가능
등재 보류(Referral of nominations)
등재 반려(Deferral of nominations)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한양도성 세계유산목록 등재일정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3) 참조]

제시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리계획(Protection

한 국가가 자국의 신청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and Management Plan)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한양도성을 시민과 더불어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운용지침에서 요구하는 등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양도성은 2015년 2월까지 등재신청서 국문본이

이코모스에서 제출한 권고를 바탕으로 2017년 6월에서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앞서 제시한 보존관리 철학과

하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작성되고 이후 국문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2015년

7월 사이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원칙을 바탕으로 법령 및 제도,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

4월부터 8월까지 영문 신청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여부가 결정된다.

되었을 때 해당 국가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

더불어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유산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첨부자료6)를 작성 중에 있다. 먼저 한양도성 등재신청서

맺음말

초안이 2015년 9월 30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유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청

되어야 하며 세계유산센터 사무국의 등재신청서 초안

세계유산제도 운영의 목적은 탁월한 보편적

유산이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에 등재되어 있어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1월(2월 1일까지 접수)에

가치를 지닌 유산을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는 특정 유산을

등재신청서와 준비된 첨부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정신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

등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세계유산센터는 접수된 유산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는

1년 전까지 해당 유산을 반드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자문기구에 보내 평가를 의뢰하는데 문화유산일 경우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한양도성은 우리나라 국민 뿐만

등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양도성은 2012년 11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자연유산일 경우

아니라 세계인이 기꺼이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서울의

23일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 세계유산목록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복합유산일 경우 두 기관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으며,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모두에 의뢰한다. 한양도성은 문화유산으로 등재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2014년 11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이코모스에서 세계유산 등재

되면 한양도성은 국가, 소유자,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여

201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2016년 6월부터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 공동 관리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있다. 더불어 등재신청서를 통해 명시한 한양도성의

선정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10월 사이 이코모스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접촉하여

인정받게 된다. 앞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한양도성을

유산구역(Nominated Property)과 완충구역(Buffer

제출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문가를 서울에 파견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보전하고 관리해 간다면 한양도성은 세계인과 더불어 그

Zone) 3) 에 대해 보호관리계획(2014-15)을 수립

위한 준비현황과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류전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2017년 4월 말까지

가치를 나누고, 배우며, 향유하는 세계유산으로 자리잡게

중에 있다. 향후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평가내용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한양도성은

될 것이다.

3. 유산구역은 유산이 소재하는 구역을 말하고, 완충구역은 해당 유산의 주변 구역을 말한다.

5. 세계유산협약 체약국이 자국 영토상에 위치한 유산으로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 신청하
기 위한 예비목록의 성격으로 세계유산협약과 운용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다.

5)

한양도성을 시민이 함께 순성하는 모습(낙산구간)

4. 보
 호관리계획은 등재 세계유산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계획 및 관리지침의 마련,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제정, 등재 세계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크리
스트의 작성 및 시행을 포함해야 한다.

6. 보
 호관리계획서, 도면집 및 사진집, 한양도성의 기록(문헌, 각자성석 등), 한양도성의 유적 자료집 (발굴기록), 문서 및 그림을 포함한 유·무형유산 관련
자료집, 안내서, 동영상,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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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NEWS

 양도성 교사직무연수
한
1월을 첫걸음으로,
8월 새로이 시작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현재 인원은 156명으로, 조선시대 축성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후손과
8도 지역을 대표하는 도민회, 한양도성 무료 해설활동을 하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순성관, 대학생
순성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성관 활동은 도성 모니터링, 홍보

한양도성 교사직무연수 실내교육

서울시에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2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도성 관련
세계유산적 가치 · 역사 · 지리 · 인문 · 회화 등의 실내교육과 해설가와 함께하는

서울시에서는 중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양도성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순성관은 한양도성
보존·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활동으로 2012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및 교육활동, 도성 주변 정화활동, 위해식물과 시설물 관리, 이용질서
안내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성곽마을 주민, 개인, 가족, 기업 등 보다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낙산 · 남산 야외답사로 구성되었습니다. 8월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2015년 7월부터 ‘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 홈페이지는 한양도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전체 지도와 구간별



한양도성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한양도성을 한눈에 본다

한양도성 대학생순성관 발대식

순성코스, 교통편은 물론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한양도성 관련 축제와 행사,

한양도성문화제

순성프로그램 정보는 물론 참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편, 국 ·
영 · 중 · 일 4개 언어로 ‘한양도성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 폰만 있으면 누구

한양도성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지도와 교통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도 혼자서 한양도성 곳곳을
한양도성 홈페이지 (www.seoulcitywall.seoul.go.kr)

한양도성
전문해설사 교육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문화제 중 ‘성곽마을 일러스트 전시회’

2015년 1월 6일∼2월 5일까지 진행된 한양도성 전문해설사 교육은 총 96명의 해설사가
참여하여 총 27시간 동안 시대별 도성의 역사와 도성방위체제, 도성과 읍성 비교를 통한 조선
시대 성곽발달사, 축성금석문,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축성기념식’,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성곽마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잔치’, 도성 18.6㎞를 하루 동안에 걸어보고 느끼는 ‘순성놀이’, 도성과 풍류가

에서는 시민들과 한양도성의
유산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에게 한양도성의

전문해설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보고 매년 계속적으로 교육을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양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4년 도성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성마을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듣는 ‘마을에서 인문을 묻다’, 시민아이디어

해외성곽비교, 응급처지, 워크샵

한양도성 전문해설사는

2013년 ‘한양도성주간’(10. 25∼10. 3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렸고, 2014년
‘한양도성문화제’(9. 26∼9. 28)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우러진 ‘풍류순성’, ‘성곽마을 일러스트 전시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추석 한 달쯤 후 보름달이 뜨는 시기인 10월 24일 무렵에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양도성 전문해설사 교육
성북문화재단

한양도성문화제는 한양도성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는 도성
대표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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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백악
인왕산

한

양도성은 1396년(태조 5년)처음 축조된 뒤에도 여러 차례 보수·개축되었습니다. 성벽에는 이러한
개보수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군데군데 성돌에 새겨진 글자들과 시기별로 다른 돌의 모양을

태조 연간

남산구간 N서울타워 부근

통해 축성 시기와 축성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양도성은 그 자체로 현장 박물관(OnSite Museum)입니다.

태조 연간 도성 축조(1396)
1396년 1월과 8월, 두 차례 공사를 통해 축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산지는 석성, 평지는 토성으로
쌓았습니다. 성돌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
하였습니다.

낙산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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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
인왕산

세종 연간

남산구간 동호로 11길 부근

세종 연간 도성 축조(1422)
태조 때 쌓았다가 무너진 구간을 모두 석성으로 쌓
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돌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
고 자연석에 가까운 돌을 사용하였으며 석재간 빈틈
에는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빈틈을 메워 쌓았습니다.
석재가 자연석에 가까워 줄눈이 일정하지 않고 막쌓
기(허튼층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낙산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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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
인왕산

숙종 연간

낙산

남산

흥인지문구간 광희문 부근

숙종 연간 도성 축조(1704~)
숙종대 성벽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공사를 실시하
며 여러 차례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면
석크기는 약 45cm의 정방형에 가까우며 가로줄눈
을 맞춰 빈틈없이 쌓았고 지형의 경사도와 상관없
이 줄눈은 수평이 되도록 맞췄습니다. 면석들이 서
로 견고하게 맞물리도록 그렝이질 한 흔적도 발견
됩니다.

숙종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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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
인왕산

순조 연간

낙산

남산

백악구간 청운대 부근

순조 연간 도성 축조(1800~)
숙종대의 축조방식을 계승했으며, 면석의 크기는
50-60cm크기로 정방형 형태입니다. 앞선 시기의
성벽과 달리 각자성석이 성 안쪽 여장에 위치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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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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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을 축하합니다
한양도성의 명소화가 진행될수록 마을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릴까 걱정입니다. 한양도성이 살아있는 문화재로서 지속되려면
주변에서 살아가는 마을의 일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옆에서 공존하는 현재의 성곽마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민관의 협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성과를 통해 한양도성이 서울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양도성이 시민들이 배우면서 향유하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 주민참여 행사
등 다양한 형식의 배움과 교류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대표 박학룡
마을기업 동네목수의 집수리 현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영수
서울 한양도성 간행물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를 통해 서울 한양도성의

남산구간 동호로 11길 부근

역사와 가치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주
한양도성 시민 안내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연령과 사연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한양도성 주변 마을 주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기억과

합니다. 한양도성을 찾은 내 ·외 국인들의 방문 동기와 한양도성을 돌아 본 소감

경험 속에 있는 한양도성의 의미를 잘 발굴해서 전달해주는

등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한양도성의

간행물이길 바랍니다. 한양도성과 관련한 정책들에서 인접

역사와 가치를 느끼는 것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한양도성을 물려 줄 수 있는

주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의 허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역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 공간연구소 소장 장옥연

서울 KYC 대표 하준태
이화마을 전경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활동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