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LACE FOR CITIZENS, HANYANGDOSEONG
EXHIBITION & VISITOR CENTER

IN HYEHWA-DONG AT SEOUL CITY WALL

한양도성 자락에서 만나는 

시민의 공간,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 

2016년 11월 2일, 혜화동에 위치한 옛 서울시장 공관이 <한양도성 혜화동 전

시・안내 센터>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

기인 1941년에 지어져 광복 이후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되다가 1981년 서

울시장 공관으로 전환되어 역대 서울시장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중요

한 근대 자산입니다.

시장의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취지에 공감한 

아름지기는, 옛 시장 공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내일의 유산으로 이어지

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데 뜻을 모아 본 사업을 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을 굽이돌아 혜화문을 거쳐 만나게 되는 <한양

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에서 순성의 즐거움을 찾아봅니다.

On November 2, 2016, the former official residence of the Seoul City Mayor 
located in Hyehwa, newly transformed into “Hanyandoseong Exhibition & 
Visitor Center in Hyehwa-dong” for citizens. This building has been an integral 
contemporary cultural property since its construction in 1941,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llowing independence, it was used as the official residence for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Later in 1981, it was turned into the official 
residence for Seoul City Mayors, where the past mayors have resided.
Since Arumjigi identified with Seoul City’s goal of turning the place for mayors into 
the place for citizens, we proceeded with the project. The plan was for the project to 
serve as a case model that highlights how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an old 
building can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Visitors can also relish excursions 
along Hanyandoseong at the “Hanyandoseong Exhibition & Visitor Center in 
Hyehwa-dong” located next to Hyehwamun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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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들과 함께한 옛 시장 공관

혜화동 27-1번지에 위치한 이 집은 1941년 일

본인인 다나카 사부로가 지은 목조 주택으로, 

당시에 서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호

하던 문화주택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

다. 광복을 전후해 독립운동가이자 국방부 장

관을 지낸 손원일을 비롯한 세 명의 개인 거주

자가 이 집에서 살았고, 1959년부터 1979년까

지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법원

장 공관으로 사용될 당시 4·19혁명 재판 판결

문의 초고가 이곳에서 작성되었고, 1971년 검

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불거진 제1차 사법 파동

이 타결되는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순

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후 1981년에 서울시장 

공관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까지 총 13명의 서

울시장이 거주하며 서울시 행정 공간의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옛 시장 공관은 한양도성의 성곽 위에 지어졌습

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전차가 부설되고, 도시

가 팽창하면서 성곽의 부분부분이 해체되었고, 

이를 담장으로 삼은 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

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논밭이 주를 이뤘던 혜화동에 전차가 부설되고 도로

가 신설되면서 1930대를 전후해 문화주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문화주택은 남자

를 위한 응접실, 여자를 위한 입식 부엌과 뾰족지붕을 특징으로 하는데, 짓는 이

에 따라 한국 사람은 온돌방을, 일본 사람은 다다미방을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이 

집 2층에는 일본 가옥의 특징인 도코노마床の間의 흔적이 남아 있고, 1980~90년

대에 시장 공관으로 사용될 당시의 사진 자료에서 다다미방이 존재했던 것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The Former Official Seoul Mayoral Residence, 
Witnessing Moments of History
This house located at 27-1 Hyehwa-dong is a wooden house built by architect Tanaka 
Saburo from Japan. It embraces the residential trend of the time where people longed for 
a Western lifestyle. Around the time of liberation, it was occupied by three individual 
residents, including Sohn Won-yil, the independence activist and forme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rom 1959 to 1979, it was the official residence for Chief Justice. 
During that time, the house was part of key historical moments, such as the sentencing 
for the April 19 Revolution, which was drafted there. The building also made history 
as a Court of Korea during the First “Judicial Crisis” in 1971, caused by a conf lict 
betwee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Supreme Court, which was eventually 
settled. Afterward it was utilized as a part of Seoul’s administrative space, and thirteen 
Seoul City Mayors have resided in this building since 1981 until 2013 following its 

transformation into the official Seoul Mayoral Residence. 
The Former Mayoral Office was built on the Fortress Wall of Seoul City. 
When trams were introduced in the 20th century, the city expanded 
and parts of the Wall were disintegrated. Some houses used the Wall 
as a fence. Until the Joseon period, Hyehwa-dong was filled with a rice 
paddy and farm. It was only around 1930 that modern housing started 
to appear. Modern housing is characterized by a reception room for 
men, a standing kitchen for women, and pointed roof. Depending on 
the ethnicity of constructors, Koreans installed an ondol room, while 
Japanese furnished a tatami room. In fact, there is a trace of tokonoma, 
the character of Japanese housing, on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Pictures taken during the 1980s and 90s while it was used as the mayoral 
residence show that there was a tatami room as well. 

시장 공관의 존치 논란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기까지

4대문과 4소문을 품고 있는 18.7km의 한양도성은 목멱산(남산), 인

왕산, 백악산(북악산), 타락산(낙산)으로 이어지는 내사산의 능선

을 따라 축조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곽을 가진 역사도시는 많

이 있지만, 5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곳

은 한양도성이 유일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며 훼손되

고 방치되었던 한양도성은 1968년에 조금씩 수리, 복원되기 시작했

습니다. 한양 정도 600주년이었던 1994년에는 일제강점기 때 훼철

되었던 혜화문이 본래의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13m 비켜난 현재의 

자리에 다시 지어졌고, 이와 인접한 시장 공관을 둘러싼 성곽도 일

부 수리, 복원되었습니다. 한양도성 복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공관 건물의 존치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시장 공

관이 성곽을 담장으로 삼고 있는 데다 보이지 않는 성곽의 하부 구

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2012년에 

마련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은 한양도성의 재현이

나 복원이 아닌 원형 존중과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 건물을 존

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진행된 발굴 조사

를 통해 시장 공관이 성곽의 하부구조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면서 한양도성이 품고 있는 다양한 시간의 흔적 중 하나로 이 

집을 보존하되, 시민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최

종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고자 하

는 서울시의 취지에 공감한 아름지기는, 옛 시장 공관의 역사적·문

화적 가치가 내일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

록 만들어 보자는 데 뜻을 모아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일 뿐 아니라 한양도성 순성의 거

혜화동 27-1번지에 위치한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

1941년 일본인이 지은 목조 주택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명의 서울시장이 거주하며 서울시 행정 공간의 하나로 

사용되어 오다 2016년 11월 시민의 공간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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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도 유효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70여 년 동안 여러 거주자를 거치며 변형된 공간의 원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

습니다. 건물의 원형을 찾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맥락을 짚어내고, 오늘날의 쓰임에 맞춰 변

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한양도성과 혜화동, 그리고 근·현대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집의 역

사를 전시로 풀어내어 순성길에 들른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본래 

주거 시설로 지어졌던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증축·개축 과정이 필

요했습니다. 시장 공관으로 사용될 당시 워낙 낡아서 몇 차례 개·보수 작업이 불가피했고, 현대

적 쓰임에 따라 공간과 설비가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가는 건물의 부재 하나하나를 기록했

고, 덧대어진 부분을 덜어내어 기존의 구조와 재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순성하는 이들에게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외부의 빛과 풍경을 끌어들여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려 노력했습니다.

From Controversy Over the Conservation of the Mayoral Residence, 
To Opening for the Public
18.7 km of Hanyandoseong(Seoul City Wall) encompassing the Four Great Gates and Four Small Gates 
was constructed along the ridge of four mountains: Mt. Mongmyeoksan (Namsan), Mt. Inwangsan, Mt. 
Baegaksan (Bukhansan) and Mt. Taraksan (Naksan). Although there might be numerous historical 
cities with fortress walls worldwide, Hanyandoseong is the only one which performed its function as 

a fortress for 500 years. Because it was damaged and abandoned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rough the modernization process, it was repaired and rehabilitated step by step since 1968. In 1994, 
as part of the 600th anniversary celebrations of Hanyang as the capital, Hyehwamun Gate, demo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thirteen meters northwest of its 
original location. In addition, parts of the fortress wall that surrounded the mayoral residence near to the 
Gate were repaired and renovated. As the Hanyandoseong project started to get on track, multifarious 
discussions took place on the conservation of the mayoral residential building, which was laden with 
some controversy. Namely, the building uses the Fortress Wall and concern that the building will 
interfere with the Wall’s substructure.Fortunately, the “Hanyandoseong Conservation, Management, 
Utilization Masterplan” enacted in 2012, laid the foundation to conserve the building by focusing on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original building, rather than the restoration or representation 
of Hanyandoseong. Excavation research from 2013 confirmed that the mayoral residence does not 
interfere with the Wall’s substructure. Thus, it became possible to conserve Hanyandoseong, which 
provides evidence of the various time periods, and open it to the public. As Arumjigi supported Seoul 
City’s intention to return the mayoral place to the public, we collaborated in this project which serves 
as a model of how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the formal Official Residence of Seoul City Mayor 
can inspire posterity. This building is for public use, but also a meaningful space for tracing the history 
of Hanyando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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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는 

리노베이션 이전의 목조 주택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구조와 재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외부의 빛과 풍경을 끌어들여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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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혜화동 일대 재현 모형 

제작한 모형 위에 혜화동 일대 주변 지사와 길의 변화 등을 영상으로 투사했다. 

한양도성과 삼군문분계지도

한양도성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도시성곽이다. 영조는 1751년(영조 27)에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금송(禁松), 준천

(濬川), 수성(守成)으로 이어지는 도시관리 

정책을 담아 『어제수성윤음』을 반포했다. 

한양을 둘러싼 사산의 숲, 

도시의 물길, 도성의 방어가 한 몸과 같이 

긴밀한 관계임을 인식하면서, 이제까지 

‘왕의 공간’으로 여겼던 수도를 

‘사민(士民)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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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ly, we started by discovering the original form of the building which 
had been transformed after seventy years of inhabitants. The purpose was to 
understand the context for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nd to reconstruct 
appropriately for modern use. Furthermore, our aim was to provide the citizens 
with meaningful information that narrates the history of Hanyandoseong, 
Hyehwa-dong, and the building through its exhibition. These buildings were 
the focal point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Because of the 
residential nature of the building, it had to undergo extension and remodeling 
process to turn into an exhibition space. Also, since the building was too old even 
when it was used as the mayoral residence, several essential renovations were 
undertaken. The space and facilities have been reconstructed to a contemporary 
standard. The architects recorded every piece of structural members, and 
harnessed overlapped pieces of materials to conserve original structure and 
material to the utmost. At the same time, through use of appropriate lighting 
and the outside scenery, the renovation led to a pleasant space where visitors 
exploring the Wall may rest. 

전시를 통해 만나는 

한양도성과 시장 공관

넓게는 한양도성의 역사를 껴안은 땅에, 근대화와 일제강점기 도시 팽창

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 집에는 우리의 현대사를 아우르는 다양

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장 공관이 위치한 혜화동 일대

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현재는 서울대학교가 된 경성

제국대학교가 대학로에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수도회인 백동수도

원이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는 한양도성, 시장 공관이 자리한 혜화

동과 혜화문, 그리고 한양도성을 담장 삼아 지은 이 집의 역사와 인

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1751년

(영조 27년)에 제작된 ‘도성삼군문분계지도’와 이 집이 지어진 1941

년도 당시의 혜화동 일대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는 『어제수성윤음』에 실린 지도

로, 한양도성이 외부 방어를 위한 요새(fortress)로 기능한 것이 아

니라 치안 유지와 시민 안녕을 위한 시벽(city wall)이라는 것을 명문

화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또한 모형에는 혜화동 27-1번지에 집이 

들어서는 모습, 집 앞으로 도로(창경궁로 35길)가 새롭게 놓아지는 

모습, 혜화로터리의 조성, 옛 혜화문 터와 현재의 위치, 전차 노선

의 확장 등 1941년 전후의 모습과 현재까지 이어져 오거나 혹은 변

화된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2전시

실에서는 한양도성의 축성법과 축성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각자성

석, 창밖으로 보이는 외사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시장 공관

일 당시 아래층은 집무실과 회의실, 응접실 등으로 이뤄진 공적 공

간으로 사용되었고, 2층은 시장과 가족들이 거주하던 사적 영역이

었습니다. 당시 서재로 사용되던 3전시실에는 이곳에 거주했던 총 

13명의 역대 서울시장의 당시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각 시장님

(왼쪽)작품 속 혜화문_ 동소문도

겸재 정선이 혜화문(동소문)을 바라보고 그린 실경산수화다. 

혜화문은 임진왜란 때 문루가 소실되어 약 150년 동안 

그냥 사용하다가 1744년(영조 20년) 8월에 문루를 재건했다. 

혜화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계곡이 성북동의 옛 모습이다.

(오른쪽)동소 수구 양문 철훼 기사_ 동아일보 1928년 7월 12일 2면
이 기사는 동소문(혜화문)과 수구문(광희문)의 쇠락한 문루를 고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고적보존회에서 철회 결정을 내린 후 개인에게 문루 제목을 

1,200여 원에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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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기증받은, 당시 사용했던 소지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된 

역대 시장 인터뷰에서 이원종 시장은 시장 공관에 거주할 때 태어난 손주와 함께 공관 

마당에서 찍은 사진을 기증하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시 

행정 책임자로서의 생활과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 행복한 추억이 동시에 깃든 특별한 

집”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생활한복을 기증하면서 워낙 많은 사람이 드

나드는 곳이다 보니 집인데도 집 안에서처럼 편안한 복장으로 있을 수 없어 생활한복

을 입고 생활하셨다는 에피소드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빼

곡히 적힌 고건 시장의 손때 묻은 일정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공관은 시

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공간이면서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했기에, 이곳에 거주했던 역대 시장님들의 생활 속에서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낙산의 능선이 시원하게 펼쳐진 4전시실에는 가옥의 목구조를 

엿볼 수 있도록 노출된 천장 아래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Hanyandoseong and the Official Mayoral Residence 
through Exhibition
This building incorporates various stories that encompass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e land on which it is situated embraces the history of Hanyandoseong, which also bears 
the trace of city expansion throughout modernization and Japanese colonialism, Moreover, 
in Hyehwa-dong where the house is located, there were Sungkyunkwan,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and Baekdong Monastery. Sungkyunkwan is the first educational 
institution of Joseon Dynasty.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is now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stly,Baekdong Monastery, located whe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s 
now, is the first male religious order of the country. 
The “Hanyandoseong Exhibition & Visitor Center in Hyehwa-dong” is located in Hyehwa-
dong, along with Hanyandoseong and the Official Residence for the Seoul City Mayor. 
Bordering Hyehwamun and Hanyandoseong, it narrates the story of the building’s history 
and people. Upon entering the exhibition on the 1st floor, you will find the Map of Three 
Military Forces’ Arrangement in Seoul produced in 1751 (27th year of King Yeongjo), and 
a miniature of Hyehwa-dong in 1941, when the house was built. The Map of Three Military 
Forces’ Arrangement in Seoul is included in “Eoje Suseong Yuneum.” It is the first record 
indicating Hanyandoseong’s function as the fortress wall in defending the city from external 
forces, and as the “city wall” that secures the safety and peace of the people. Also, the minia-
ture demonstrates the town’s scenery circa 1941 and includes changes until the present time. 
Some of these changes include the house when it was located at 27-1 Hyehwa-dong, how the 
new road was constructed (Changgyeonggung Palace street 35), the construction of the 
Hyehwa rotary, the old Hyehwamunsite and its current location, expansion of tram lines, 
etc. The 2nd exhibition room explains fortification methods, the inscribed stone blocks 
that bear the engraved names of the Hanyandoseong architects, and information about the 
four mountains outside of the Wall. While the building was used as the mayoral residence, 
the first floor was an official space with an office, conference room and reception room, 
while the second floor was a private space where the mayor and his family resided. The 3rd 
exhibition room, which used to be a library, now displays the pictures of daily lives, and the 

(왼쪽)제32대 이명박 시장의 하이서울 장학생에게 

보낸 친필 편지 초고와 2003년 10월 2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챔피언결정전 3차전 

시구 당시 사용했던 글러브와 야구공, 

제33,34대 오세훈 시장이 혜화동 시장 공관에 

거주하던 당시 일상복으로 착용했던 개량한복과 

시장 부부의 이름이 새겨진 컵, 

제35대 박원순 시장의 혜화동 시장 공관 거주 당시 

마당을 거닐며 즐겨 신었던 고무신 등이 전시되었다. 

(오른쪽)전시 공간 2층에 위치한 4전시실. 

가옥의 목구조를 엿볼 수 있도록 노출된 천장 아래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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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items used when the thirteen 
formal Seoul City Mayors resided in 
the building. The items were donated 
by the former mayors. In the video 
interview, former Mayor Won-jong 
Lee donates the pictures taken with 
his newly-born grandson in the gar-
den and reminisces about his days 
of living in this house. He mentions 
that the house was filled with special 
memories of being a grandfather in 
addition to his role as a fair and reso-
lute administrative leader of Seoul. 
While donating modernized casual 
hanbok, former Mayor Oh, Se-hoon 
recalls that he couldn’t wear comfortable clothing even when at home. Rather, he had 
to wear the casual hanbok instead, because there were always so many people visiting 
the house. The video also features former Mayor Kun Goh’s much used agendas, which 
is filled with duties from early morning to late night. Likewise, because the mayoral 
residence is both an official space where the mayors perform administrative duties, but 
also a private space residing with their families, we were able to find their hospitable and 
cordial lifestyle. With the ridge of Mt. Naksan unfolding outside windows, and under 
the roof where you may peak into the building’s wooden structure, the 4th exhibition 
was specially designed as a small library for children. 

내일의 문화유산

내일의 문화유산은 역사와 원형의 가치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름지기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되짚어 가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문하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롭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

전까지의 문화재 복원은 특정 시점으로 공간을 되돌리고 문화재 이외의 흔적을 

삭제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역사의 맥락에

서 과정과 변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내일에도 유효한 문화적 자산을 만드는 동력

이 되었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 앉은 집은 당대의 현실과 역사의 흐름을 오롯이 보

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대의 재료와 구법으로 내일도 

유효한 문화적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네이버의 후원으로 아름지

기가 건축·전시·조경 전반을 기획, 진행했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시공을 진행함

으로써 또 하나의 좋은 민관 협력사업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는 한양도성과 혜화문 일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한양도성 600년의 역사 위에 지어진 100년의 근대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근대 자산이자 현장 박물관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한양도성 성벽

과 주변으로 펼쳐지는 내사산과 외사산, 성 밖 마을이었던 성북동의 전경을 품은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가 한양도성을 순성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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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 콘셉트의 건물 구성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지어질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는 

구조(structure)부분과 새롭게 구성되는 

부분을 개념적으로 표현했으며, 건물이 

한양도성 및 대지와의 관계 맺음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공간 구성을 읽을 수 있다.

Cultural Heritage of the Future
We can begin to understand the cultural heritage of tomorrow through an exploration of the origin 
and value of history. Arumjigi examined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values in relation to the 
time and history of space by continually asking questions, seeking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 and 
carefully pondering pertinent items to showcase. Hitherto, cultural restoration projects tended to 
return the site back to the original time period, and remove everything other than the cultural property 
itself. Fortunately, there has been a change of perception- attempts are now being mad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ontext, and a conscious effort is being made to respectfully preserve cultural properties 
in a way that is more meaningful for future generations. The house sitting on the Wall precisely 
illustrates and traces lives throughout history. More importantly, by employing modern techniques 
and materials in collaboration with experts, we have created a cultural foundation whose values can 
still be appreciated in the future. Arumjigi planned and administered the architecture, exhibition, and 
landscaping through a sponsorship from Naver, and Seoul City financed the construction. In other 
words, it was an epitom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Hanyandoseong Exhibition & Visitor Center in Hyehwa-dong” is significant because of its role 
in promot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the Hyehwa-dong area. It also is an important 
contemporary asset and the on-site museum which highlights 100 years of contemporary history 
built on 600 years of history. Our hope is that the “Hanyandoseong Exhibition & Visitor Center in 
Hyehwa-dong” surrounded by 8 mountains around the Hanyandoseong Wall and the great scenery 
of Seongbuk-dong will contribute to the joy of the people visiting Hanyandoseong. 

후원 네이버  기획 아름지기

건축 설계, 감리 원오원 아키텍스 건축사사무소(최욱)  자문 승효상  조경 (주)서안조경(정영선)

자문 김영수(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교수), 김홍남(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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