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펄떡이는 대동맥을 따라 금융과 산업이 움직이는 곳.

작은 실핏줄들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아름다운 숨결과

오묘한 문화 융합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뚝 선 산에 올라 내려다 보면 대한민국이 이룩한

거대한 성취를 벅차게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중구입니다.

취재 편집실
사진 박해욱, 윤학신 판타크리에이션

1. 
저녁 무렵 남산에 조성된 
포토아일랜드에 오르면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역사가
한눈에 펼쳐진다.

2. 
1960년대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복개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청계천은 2005년
서울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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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소위 ‘사대문 안’에서도 중심지였던 
중구에는 조선 후기부터 속속 유입된 
외국 종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대성당과 순수 
고딕 양식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성당(명동성당),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동제일교회(정동교회) 등이 그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지어진 이 
건축물들은 인접한 덕수궁의 한국적 멋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한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시내에 산재해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다섯 채를 이전, 
복원한 테마파크로, 서울 정도(定都) 
600년 기념 타임캡슐이 매설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말이면 국내외 관광객과 
전통혼례를 치르는 새신부와 새신랑, 각종 
촬영객들로 가득 찬다.

3. 
구 러시아 공관은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1년간 피신해 있던 장소다. 90명의 러시아 
군인과 30명의 외교관 등이 살며 국제 
외교 무대로 사용되었던 이곳은 현재 현관 
종탑 앞 부분만 남아 있다.

5. 
중구를 늠름하게 내려다 보는 남산에는 
봉수대가 남아 있다. 남산 봉수대는 
평안도 육로 방면, 함경·강원도 
방면, 경상·충청도 방면, 평안·황해도 
방면, 전라·충청도 방면으로 구성된 
다섯 봉수대의 전령이 도달하는 
중앙봉수대로서 국가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600년 역사를 지닌 수도 서울,

그 심장부인 중구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 언론, 금융의

중추 기능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 거대하게 펄떡이는 대동맥의

이면에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누구나 옛사랑과의 추억 한 자락쯤

묻어두었을 길들 사이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 읊고 싶어지는 곳 또한

중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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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신록으로 

물드는 계절이면 빌딩숲 사이사이로도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릅니다. 지줄대는 냇가의

소리도 청명하지만, 짬을 내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웃음 소리는 더욱 곱게 들립니다.

5. 
구 러시아 공관 자리에 올라서면 
우뚝 솟은 N서울타워(남산타워)와 
함께 그룹 소공동 빌딩, 더 플라자 
등을 볼 수 있다.

6. 7.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이 찾고 
있으며, 이 중 명동은 특색 있는 
먹거리들과 쇼핑으로 변치 않는 
위상을 자랑한다.

8. 
남대문시장의 역사는 서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414년 
정부임대시전으로 개시했으며, 
1600년대 자연발생으로 
저자거리가 형성됐다. 현재 하루 
반입물동량만 1,800여 톤, 하루 
출입 고객수만 40만 명에 이르며 
1만 개가 넘는 점포에서 2,000여 
종에 이르는 물건을 파는 명실공히 
최고, 최대의 시장이다.
  
 

1. 2. 
‘덕수궁 돌담길’, ‘정동길’은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낭만과 문화가 
숨쉬는 중구의 대표적인 거리다.

3. 4. 
거대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다시 
들어선 청계천은 더위가 찾아오는 
계절이면 시민들에게 가장 즐거운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30여 
년간 청계천 곁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했던 한화인들의 
보금자리인 그룹 본사 빌딩의 옛 
모습은 리모델링과 함께 새롭게 
탈바꿈을 진행하고 있다. 그룹 
본사 빌딩은 2019년이면 세련된 
태양광 건물로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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