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 역사연표A Chronology of Dongdaemun

1392 
조선왕조 건국 
태조 5년 4대문과 4소문을 비롯한 도성 완공 

1396 
8개 문 중 정동쪽에 있는 문을 흥인지문 
(동대문)이라 칭함

1411 
흥인지문 안에서 군인선발 시험 개최

1414 
종묘에서 동대문까지 시전행랑 건설

1422 
세종 4년 성곽을 전면 석재로 개축. 1월 농한기에  
전국에서 32만 명의 인부와 2200명의 기술자 동원,  
사망자 872명(당시 서울 인구 10만 명)

1868 
삼청동에 있던 화약고와 염초청을 하도감으로 이전

1869 
고종 6년 흥인지문 해체 후 지반 보강 및 재건설

1881 
하도감이 북창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하도감 터를 별기군 훈련원으로 이용

1882 
하도감 해산

1884 
갑신정변으로 고종이 하도감 터로 파천,  
3일 동안 머무름

1895 
야간통행금지제도 폐지로 종각의 종은  
정오와 자정에만 타종

1899 
도로개수사업과 전차 개통(서대문~청량리)으로  
종로의 상권 변동

1910~15 
훈련원에 동대문소학교 설립

1911 
흥인지문 북편 성벽 철거 후 도로 개통

1912 
동대문 광장 및 서대문 광장 내 도축 금지령

1917 
흥인지문 밖과 훈련원 등지에서 만세 운동(3월 1일)

1919 
훈련원에서 고종 황제 국장의식 거행(3월 3일)

1925 
훈련원 터 일부에 경성운동장 설립(10월 15일)

1931 
청계천 상류 복개(3월 3일)

1934 
옛 훈련원 일부에 경성부립부민병원 준공(3월 3일)

1946 
동대문시장 상인연합회 부활(1월)

1970 
청계천변 동대문 백화점 전소(1월 9일)

1970 
흥인지문 앞 옛 전차차고지에  
동대문종합시장 개장(12월 23일)

1977 
강남고속터미널 건립으로   
동대문 고속버스터미널 완전 폐쇄(8월 12일)

1978 
동대문 터미널 앞 지하도 준공(2월 21일)

1983 
흥인지문 안전 보완을 조건으로 지하철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공사 허가(6월)

1984 
동대문 지하상가 확장

2008 
동대문운동장 공사장에서 조선시대 유물과  
아치형 수문시설인 이간수문 발견(5월)

20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동대문역사관 개관(10월)

1592 
임진왜란 중 경복궁과 흥인지문 화재

1594 
동대문에 가장 큰 군영인 좌영을 설치하고  
훈련도감의 분원인 하도감 배치

1653 
흥인지문 화재발생

1753 
흥인지문과 광화문 사이에 130보 간격으로 성벽  
방어용 시설인 치성(雉城) 4곳 설치

1790년대 
흥인지문 일대 시장 발달

1905 
종로 거상들이 자본금  
12만원을 출자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시장인 광장시장 설립

1908 
전차로 복선화 작업을 위해  
흥인지문 좌우 성벽 철거

1958 
흥인지문~서대문 번화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8월)

1958 
대형 화재로 북한 피난민이 모여 살던 청계천 판자촌 및 점포 소실

1958~61 
청계천 하류 복개

1961 
6·25전쟁으로 월남한 피난민들이 옷을 지어  
팔거나 군복을 염색해 팔면서 평화시장 형성

1963 
흥인지문 보물 1호 지정(1월 21일)

1968 
통일상가 건립(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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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역사관
 Dongdaemun History Museum

동대문역사관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공사 중 발굴조사된 동대문

운동장 지역의 매장유물을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발굴유물은 총 2,575건 

2,778점에 이르며 조선전기에서 근대까지의 다양한 문화층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동대문역사관은 발굴지역의 시대별 토층과 출토유물 및 관련 영상을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굴체험코너ㆍ정보검색코너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역사관 외곽에는 서울 한양도성과 이간수문, 치성 등이 정비ㆍ복원되어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관 안내 Guide to the Exhibits

A 동대문 역사연표
 A Chronology of Dongdaemun

B 발굴유물 전시
 Exhibit of Excavated Artifacts

C 도성수계도
 Waterway Map of the Capital

D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Room

E 동대문운동장 토층탐험
 Geological Exploration of Dongdaemum Stadium

F 동대문운동장 발굴체험
 Excavation Experience of Dongdaemun Stadium

G 하도감, 이간수문 3D복원 영상관
 3D Visual Reconstruction of Hadogam and Igansumun

H 유구지별 유물탐색 체험
 Relic Hunt Experience by Excavation Site

 I 전자방명록
 Digital Guestbook

 J 안내
 Information

관람안내 

관람시간 : 09:00 ~ 19:00
휴 관 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

입 장 료 : 무료 

오시는 길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2번 출구

 4호선 동대문역 7번 출구 

문의처

종합안내센터 : 02 2266 7077

동대문역사관
Dongdaemun Histor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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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기둥 발굴유물 전시

8면 바닥영상 놀면서 배우자 유구지별 유물탐색 체험

도성수계도 전자방명록

Historic Pillar Exhibit of Excavated Artifacts

Floor Video Play & Learn Relic Hunt Experience by Excavation Site

Doseongsugyedo(Capital City Waterway Map) Digital Guestbook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의 기념비적인 날들을 기둥에 담았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부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입구에서부터 시대별, 발굴지별로 전시하였습니다.

인트로 영상에 다가가면 이간수문 주변의 사계절로 화면이 바뀝니다. 바닥영상을 발로 밟아보세요. 
물고기가 도망가고 나비가 날라가며 얼음이 깨지는 동작반응이 나타납니다. 

도성 내의 하천은 백악산을 비롯한 각각의 수원지에서 청계천을 
거쳐 동편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중 백악산을 그린 정선의 ‘청풍계도’를 형상화한 도성의 수계 
발원지입니다.

동대문역사관 방문을 기록하는 전자방명록.
웹캠으로 찍은 자신의 얼굴과 기록을 모니터에 남길 수 있으며 
지정된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990 1990년대 후반부터 동대문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논의 

2002 시정개발연구원의 동대문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연구

2005 동대문운동장 기능 대체 기본계획 수립

2006. 8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 야구장 건립 추진계획

2006. 9 ~10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2006. 11 ~ 2007. 1 시민아이디어 공모

2007. 2 ~ 8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 (당선 : Zaha Hadid)

2007. 10 ~ 2008. 7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건립을 위한 연구-종합계획  
기본구상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2007. 1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운영 준비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2007. 12 동대문운동장 철거 착수

2008. 1 동대문운동장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

2009. 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착공식 및 홍보관 개관

2009. 6 역사문화공원 조성 발표, 문화재발굴 완료

2009. 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부분개장

20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완공예정

동대문운동장 토층탐험
Geological Exploration of Dongdaemun Stadium 

동대문역사관에는 동대문야구장에서 전사한 토층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탐색비전을 통해 동대문운동장 및 야구장 부지의 각 층에서 발굴된 대표유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터렉티브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동대문 일대의 유래와 발굴지, 문화재를 체험하는 코너

미디어테이블 위에 12가지 유물파편을 차례로 올려놓으면 각 유물들의 발굴지와 3D 복원 영상이 
전면의 거울TV에서 영상으로 상영되는 첨단 인터렉티브 코너

하도감, 이간수문 3D복원 영상관
3D Visual Reconstruction of Hadogam and Igansumun 

하도감터와 이간수문이 발굴지에서부터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3D영상물 상영코너

◀ 
인트로 영상

▶ 

동작반응영상

^동대문운동장 서울 한양도성 상부 폐기층 출토 유물 : 근대기 

^동대문야구장 상층 건물지 출토 유물 : 조선후기

^동대문야구장 발굴지 출토 기와 및 동전

1. 토층 패널을 바라보며 탐색비전을 상하좌우로 움직입니다.     

2. 해당영역에 2초간 머무르면 관련영상이 나옵니다.  

3. 탐색비전 위에 있는 정지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정지되고 다시 탐색화면으로 바뀝니다. 

본 영상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간수문과 하도감의 

형상을 3D 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물파편을 중앙의 미디어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 중앙 영상에서는 발굴지 정보가 나오며, 좌우측 영상에서는 테이블 위의 유물파편의 3D 복원영상이  

관람자의 컨트롤에 의해 회전합니다.

1~6  
조선 후기 (하도감 관련 층위) 
하도감의 무기생산 관련  
폐기층 반복

7 
조선중기 (집수시설 관련 토층)

8 
조선 전·중기 토층

9 
조선 전·중기 (수혈 유구)

10 
조선 전·중기

^동대문운동장 도성내부 건물지 출토 유물 : 조선전기

^발굴유물과 발굴도구 전시 서울 한양도성 맞추기 유물발굴체험 : 나도 고고학자 동대문역사 백과사전

^동대문야구장 중하층 출토 자기 : 조선 전^중기

^동대문야구장 중하층 출토 자기(일괄유물) : 조선전기

^발굴지 대표 유물 전시(미라클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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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수문

하도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