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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사

>>>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암사동, 미사리 부근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으로 볼 때 서울의 역사는 약 5천~6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모두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서울은 주요한 정주지가 되었다. 특히 풍납토성, 아차산성, 몽촌토성, 석촌동 백제고분군 등은 백제의 수도인 하
남 위례성의 유적이다.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서울은 항상 중요한 지방 도시였으며,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삼경 중의 하나인 남경이 되었다. 서울이 오늘날과 같은 공간적
원형을 갖추고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말 조산 왕조의 도읍으로 정해진 이후부터이다. 당시 서울은 도심에 해당하는 사대문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
라고 일컬어진 교외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1 HISTORY

Seoul boasts a long history that can be dated back 5~6000 years to the prehistoric ruins near Amsa-dong and Misa-ri.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1st c. BC ~ 7th c. AD), Seoul became an important settlement, as the three kingdoms contended
to occupy the Han River area. Pungnaptoseong, Achasanseong, Mongchontoseong, and the ancient tombs at Seokchon-dong
consist the historic sites of Hanam Wiryeseong, the capital of Baekje kingdom.
During the Unified Silla kingdom and Goryeo Dynasty, Seoul continued to be an important regional city, earning the name
Namgyeong (South Capital) as one of the three central cities of the Goryeo Dynasty. However, it was only after its designation
as the capital of Joseon Dynasty in the 14th century that it came to develop and be established into its current spatial form. It
was for this basis that Seoul was able to develop into one of the great historic capitals of the world.

그림 2-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그림 2-2. 수선전도(首善全圖)

Figure 2-1. Daedongyeojido ("Detailed Map of the Great East") – Gyeongjo-o-budo ("Supplementary Map of the Five Capital Areas")

Figure 2-2. Suseonjeondo

<경조오부도 京兆五部圖>는 김정호가 제작한 전국지도인 〈대동여지도 大東輿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수선전도〉는 현재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圖〉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 중 하나이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1861년에 발

목판 수선전도<首善全圖>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목판본 지도이다. ‘수선 首善’이

간한 약 16만 분의 1의 대축척 지도이며,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조오부도

란 『시경 詩經』에 ‘建首善自京師始’, 즉 으뜸가는 선을 건설함은 서울에서 시작

에는 도성에서 지방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삼각산 서쪽

된다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따라서 ‘수선전도’는 곧 ‘서울전도’를 의미한다. 고

에서부터 고양로, 고양간로, 행주관로, 강화도, 선유봉 쪽 인천간로, 영등포 쪽 인

려대본 수선전도는 고산자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제

천가로, 시흥간로, 시흥로, 과천로, 용인로, 광주로, 광진간로, 양근로, 가평로, 양

작 시기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김정호의 생존 시기를 1800년대에서 1860

주포천로 등 15개의 도로 명칭으로 보아, 실제로는 서울 인근에서 지방으로 연

년대로 보아 고려대본의 제작시기를 1840년대로 보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결되는 도로가 《여지고》 《도로고》 《대동지지》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

〈수선전도〉는 목판으로 인쇄한 후에 산과 하천, 주요 궁궐 등을 엷게 채색한 것이

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지도의 축척은 성 안에서는 균일하나 성 밖에서는 소축척으로 나타나 있
다. 이러한 지도의 표현방법은 영조, 정조 대에 제작된 도성도(都城圖)의 방법을

The following is Gyeongjo-o-budo, from Kim Jeongho's map of
Korea, Daedongyeojido. Published in 1861, Daedongyeojido is a
large-scale map drawn on a scale of 1:160,000 and consisting of
22 sections. An interesting part of the map is the roads that lead
out from the capital into the provinces – a total of 15 distinguishable road names, which indicate that the road systems connecting the outskirts of Seoul with other parts of the country were
much more elaborate than was shown in other maps of the era.

그대로 좇은 것으로, 좁은 지면에 넓은 주변지역을 간략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

1861년 | 약 1:165,000~1:168,000 | 630×520cm | 보물 제850-2호 | 서3078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861년 | 160.8×79.0cm | 서2080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자
•

료 지도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설명 : 서울특별시, 서울 2천년사 13권

Source Image : Seoul Museum of History | Text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자
•

료 지도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설명 : 국립중앙박물관

Source Image : Seoul Museum of History | Text : National Museum of Korea

Collection of Seoul Museum of History. Suseonjeondo is a
woodblock print map that is nearly identical to the woodblock
Suseonjeondo at the Korea University museum. The words
'Suseon' derive from a saying from the Chinese literary classic
Shijing (詩經) which states that the deed of building the utmost
form of good begins at the capital. Therefore, the meaning of
'Suseonjeondo' would be the 'Jeondo (全圖, complete map)' of
Seoul. Suseonjeondo at Korea University is thought to be the
work of Kim Jeongho.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on the exact date of the work, but, assuming the historical life span of
Kim Jeongho to from about 1800 to 1860, it is likely that the
work was created some time during the 1840s. Suseonjeondo
from Seoul Museum of History was printed from woodblock and
lightly colored in for the depiction of mountains, streams, and
major palaces. The scale of the map is consistent inside the
city, but shrinks outside the city walls. Following the practices
of Doseongdo, a preceding map from the King Yeongjo/Jeongjo
era, this cartographical design has the advantage of providing a
concise introduction to the wider geography of the greater outskirt regions without dedicating too much map space.

2. 역사
2. HISTORY

40 41

>>>

2.2 시가지 확산

>>>

조선시대의 시가지는 4대문 성곽 내부로 국한되어 있다가, 19세기 후반 근대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가 건설되고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평면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시가지가 확산된 것은 1963년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부터이며, 급속한 산업화와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지의 확산이 가속화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서울은 도심위주의 단핵도시에서 강남, 여의도 및 영등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도시 구조로 바뀌었으며, 시가지 확산은 서울의 시경계를
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제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2000년대의 제2기 신도시(성남 판교, 화성, 김포, 파주)가 개발되고 대중교통망이 광역화되면서 서울시
의 통근권이 더욱 확대되고 시가지가 확산하였다.

그림 2-3. 시가지 변화

2.2 EXPANSION OF BUILT-UP AREA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built-up area of Seoul was limited to the walled city inside the 4 main gates. It underwent rapid
expans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modern transport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industrialization and readjustment projects of the 1960s and 70s. During the 1980s, when Seoul developed into a multi-centered structure with different
axes located in gangnam, yeouido, and yeongdeungpo, the built-up areas of Seoul began to pour over the city boundaries and
into the metropolitan area.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and second waves of new towns in the 1990s and the 2000s ushered
in the expansion of transportation networks and commutable areas, while built-up areas continued to expand in these newly
developed areas.

서울의 위성영상 Satellite Image of Seoul

Figure 2-3. Change of Urban Areas

1979년 | Year 1979

1988년 | Year 1988

1997년 | Year 1997

2005년 | Year 2005

2010년 | Year 2010

1997년 | Year 1997

2005년 | Year 2005

2010년 | Year 2010

위성영상을 이용한 시가화지역 분석 Satellite Imaging of the Urbanization Process in Seoul

1979년 | Year 1979

•자
•

료 서울연구원, 위성영상(Landsat)

Source The Seoul Institute , Landsat Satellite Image

1988년 | Year 1988

•자
•

료 서울연구원, 위성영상(Landsat)

Source The Seoul Institute , Landsat 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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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구역 변천

>>>

조선시대에 성저십리(城底十里)라고 불리던 도성 밖 약 10리에 이르는 서울의 행정구역은 일제 강점기 후반인 1939년에 일제의 군수산업 기지로 개발된 영등포 지
역이 서울에 편입되면서 134㎢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인 1949년에 서울은 서울특별시로 승격·개칭되었고, 이후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면적이 268.35㎢
로 증가하였다.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은 인근의 경기도 지역까지 대폭 확장되어 전체 면적이 613.04㎢로 2.3배 증가하였다. 1973년에도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서울의 면적은 627.06㎢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서울은 자치구를 새로이 신설, 조정하면서 행정구역 면적이 소폭 조정되었고, 실측으로 인해 면적이 재조정되었다.
2010년 말 현재 서울의 면적은 605.25㎢에 이르고 있으며, 동일시점의 국토면적(100,033㎢)에서 약 0.6%를 차지하고 있다.

2.3 CHANGES IN ADMINISTRATIVE DISTRICTS

Seoul underwent the first massiv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area in 1939,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suburban area of the city was expanded to 134㎢, with th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yeongdeungpo area as a Japanes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Seoul's administrative area grew further after independence, when it was promoted and renamed
as Seoul metropolitan City in 1949 and expanded to 268.35㎢.
Since then, the administrative area of Seoul expanded into nearby regions in gyeonggi-do, as the total area grew by 2.3 times
to 613.04㎢ in 1963, and to 627.06㎢ in 1973. After the creation of new districts and further surveys, the area of Seoul scaled
back to 605.25㎢, as of late 2010.

그림 2-4. 행정구역 변천 1394-1995

그래프 2-1. 행정구역 면적 변화 1939-2010

Figure 2-4. Changes in Administrative Districts, 1394-1995

Graph 2-1.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Area of Seoul, 193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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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서울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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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 S o u rc e Economy Planning Board, Korea Statistical Yearbook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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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행정구역

>>>

서울은 1949년 서울특별시로 개칭된 이래 행정구역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43년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의 7개 구가
설치된 이후에 18개의 구가 더 추가되어 1995년에 25개 구, 522개의 행정동을 갖는 행정구역이 형성되었다. 그 이후에도 행정동의 설치, 폐지로 인해 2010년 기
준 서울시의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와 424개의 행정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되어 왔다. 2012년에는 종로구 명륜3가동이 혜화동에 편입되어 행정동의 수는 423개가 되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행정구역으로 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명칭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동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다. 2010년 서울시의 법정동은 467
개가 있다.

2.4 ADMINISTRATIVE DISTRICTS

Ever since it was renamed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1949, Seoul underwent many changes in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To the 7 original districts, 18 other districts were further added to the city in 1995, placing the total coun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t 25. With the installment and discontinuance of certain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there are now, as of
2010, 25 districts and 424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in Seoul.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dong) are units designated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have always come and gone with the growth and decline of local populations. Legal neighborhoods (dong), however, rarely undergo changes in their status. As of 2010, there are 467 legal neighborhoods in Seoul.

그림 2-5. 서울시 행정구역 2010(행정동 : 424개)

그림 2-6. 서울시 행정구역 2010(법정동 : 467개)

Figure 2-5. Administrative Districts of Seoul
(by 424 Administrative 'dong'), 2010

Figure 2-6. Administrative Districts of Seoul
(by 467 Legal 'do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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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통계청, 통계지리정보(SGIS), 2010년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G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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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jak-gu

구로구

Guro-gu

송파구

동작구

Songpa-gu

Dongjak-gu

Gangdong-gu

광진구

Seocho-gu

관악구

관악구

Gwanak-gu

Gwanak-gu

금천구

금천구

Geumcheon-gu

Geumcheon-gu

•자

료 행정안전부, 새주소 시스템 기본도, 2010년

• S o u rc 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0

Gangnam-g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