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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윤 봉 길 의 사 는  우 리 나 라 가  

일제 식민지였던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커우 행사장

에서 일본 상하이파견군 사령 

등을 향해 폭탄을 던져 독립정

신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다. 

이 같은 업적을 알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념

관을 설립하였다. 

위치  서초구 매헌로 99    문의전화  02)578-3388    관람시간  10:00~18:00(3월~10

월), 10:00~1700(11월~2월)    휴관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다음 날 휴

관), 1월 1일, 설, 추석

Maeheon Yun Bong-gil Memorial Hall
Patriot Yun Bong-gil was an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occupation who threw a bomb at Japanese military 
officers at Hongkou Park, in Shanghai, China on April 29, 1932, spreading the 
spirit of patriotism. The memorial hall was established to teach people about his 
sacrifice and his love of the Korean nation. 

Location  99, Maeheon-ro, Seocho-gu     Tel  02)578-3388     Hours  10:00~18:00 
(March~October), 10:00~17:00 (November~February)     Closed  Monday (When Monday 
falls on a national holiday, the hall will open, and close on the next day), January 1, Lunar 
New Year’s Day, Chuseok

양재시민의숲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울창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다양한 수목과 체육시설이 조성

되어 있다. 또한 여유롭게 자전

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고, 바비

큐장, 야외예식장 등이 있어 일

상과 더불어 특별한 날에도 휴

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치   서초구 매헌로 99    문의전화   02)575-3895

Yangjae Citizen’s Forest
An isolated thick forest belt that is in downtown.. There are various kinds 
of trees and sports facilities. You can also enjoy bicycle riding and relax. In 
addition, there are barbecue areas and outdoor wedding halls that you can use 

대성사
대성사는 1600년이 넘는 역사

를 가진 전통사찰이다. 백제시

대에 처음 불교를 전하러 온 인

도 마라난타 대사가 머물렀던 

곳이며, 1919년 3월 1일 독립만

세운동 때 불교계 대표로 참가

하였던 용성스님이 머무르며 

독립 운동을 위해 힘쓰던 곳이

기도 하다.

위치   서초구 남부순환로328길 49    문의전화  02)583-1475 

Daeseongsa Temple
Daeseongsa Temple is a traditional Buddhist temple with a history of more 
than 1600 years. This is where Malananda, a Buddhist monk from India, stayed 
when he came to Baekje to propagate Buddhism for the first time. It is also the 
place where the Buddhist monk Yongseong,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Movement, stayed while he was engag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Location  49, Nambusunhwan-ro 328-gil, Seocho-gu
Tel  02)583-1475

국립국악원
전통 음악 및 무용의 계승과 발

전을 위해 설립된 국립 음악기

관으로 각종국악 공연관람 및 

국악악기 체험을 할 수 있고, 

국악박물관에서는 국악변천사

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위치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문의전화  02)580-3300

National Gugak Center
A national musical institute established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usic and dance. You can watch various music 
performances and listen and enjoy the beautiful sounds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In the Museum of Korean Traditional Music, you can see the 
changes of traditional music throughout history.

Location  2364, Nambusunhwan-ro, Seocho-gu
Tel  02)580-3300

for either an ordinary or a special day. 

Location  99, Maeheon-ro, Seocho-gu     Tel  02)575-3895

양재꽃시장
양재꽃시장은 전국 최대의 화

훼시장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꽃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또한 꽃꽂이 교육 및 꽃 

원예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꽃문화체험관이 있어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치   서초구 강남대로 27    문의전화   02)579-8100    홈페이지   yfmc.at.or.kr

Yangjae Flower Market Center
Yangjae Flower Market Center is the biggest flower market in Korea. You can 
get a wide range of quality flowers at reasonable prices. There is also a flower 
cultural hall where residents of any age can participate in flower arrangement 
or gardening classes.

Location  27, Gangnam-daero, Seocho-gu     Tel  02)579-8100
Homepage  yfmc.at.or.kr

예술의전당
1988년 설립된 국립복합아트

센터로서 고품격 오페라, 뮤

지컬, 연극공연 및 미술관, 서

예관 전시를 볼 수 있으며, 문

화예술아카데미 강좌에도 참

여할 수 있다. 또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야외무대, 문화

광장, 세계음악분수도 즐길 

수 있다. 

위치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문의전화  02)580-1300

Seoul Arts Center
A national multipurpose art center established in 1988. You can appreciate 
operas, musicals, plays, and art and calligraphy exhibitions. You can also 
participate in cultural art academies. In addition, you can enjoy the rest area in 
downtown with an outdoor stage, cultural space, and a world music fountain. 

Location  2406, Nambusunhwan-ro, Seocho-gu
Tel  02)580-1300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서초경찰서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서울고등 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역등기국

Seoripul Park

Montmartre Park

Seocho Police Statio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Republic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eoul High Prosecutor’s Office

National Library of Korea Digital Librar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gional Registration Office

서초
역

2호선

7호
선

서초
역

2호선

7호
선

Seocho Station

Line No. 2

Li
ne

 N
o.

 7

Seocho Station

Line No. 2

Li
ne

 N
o.

 7

Supreme Prosecutor’s Office Museum

Nuedari

Exhibition Room at Supreme Court of Korea

Supreme Prosecutor’s Office Museum

Nuedari

Exhibition Room at Supreme Court of Korea

대검찰청 박물관

누에다리

대법원 전시관

대검찰청 박물관

누에다리

대법원 전시관

반
포
대
로

서초
대로

서초
대로

동
광
로

반
포
대
로

서초역사거리

Banpo-daero

Seocho-daero

Seocho-daeroDonggwang-ro

Banpo-daero

Seocho Station
Intersection

대법원 전시관
법의 의미와 역사, 법원의 역

할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역사

적 유물, 법전, 사법부 연표 등

이 전시되어 있고 모의재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법정

체험실이 있다. 또한 애니메이

션과 게임을 통해 법원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법체험실도 있다. 

위치  서초구 서초대로 219    문의전화  02)3480-1973(1455)    관람시간  

09:30~17:30  휴관일  주말 및 국경일 등 공휴일    홈페이지  www.scourt.go.kr 

Exhibition Room, Supreme Court of Korea
On display in this exhibition room are diverse historical remains, codes, 
a chronological table of the judiciary, etc., from which visitors can learn 
about the significance and history of law and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Moreover, there is a court experience hall for a first-hand experience of a 
mock trial. In addition, there is the children’s Law Experience Hall where 
visitors can learn more about law through animations and games. 

Location  219, Seocho-daero, Seocho-gu, Seoul      Tel  02)3480-1973(1455)  
Hours  09:30~17:30     Closed  Weekends and holidays     Homepage  www.scourt.
go.kr 

대검찰청 박물관
검찰의 현재·미래를 이해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또

한 검찰체험관에서는 학생들

이 검찰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

는 애니메이션, 퀴즈게임, 법

복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위치  서초구 반포대로 157    

문의전화  02)3480-2107~8    

관람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 중 택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예약  www.spo.go.kr *15명 이상 단체(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가능)

Supreme Prosecutor’s Office Museum
This is an exhibition space to help visitors understand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prosecution. In the prosecution experience hall, students can enjoy 
animations and quiz games and try on a judge’s gown so as to experience 
tasks of the prosecution.  

Location  157, Banpo-daero, Seocho-gu     Tel  02)3480-2107~8     Hours  Choose from 
10 AM and 2 PM (Except for Saturdays and holidays)     Reservation  www.spo.go.kr  
*Groups of 15 or more (Available from 4th graders)

누에다리
누에고치 모양의 누에다리는 

몽마르뜨 공원과 서리풀공원을 

연결한다. 다리외부와 바닥에 

설치된 LED조명은 근사한 야경

을 선사하고, 가족나들이와 연

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좋다. 

위치  서초구 반포동

Nuedari
Nuedari Pedestrian Overpass looks like a cocoon (Nue), and it connects 
Montmartre Park and Seoripul Park. LED lights are installed outside and on the 
floors of the overpass providing a beautiful night view. It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family outings or romantic dates. 

Location  Banpo-dong, Seoch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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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몰, 파미에스테이션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일컫는 

고투몰은 쇼핑센터, 카페, 음식

점, 이벤트광장 등 다양한 먹거

리와 볼거리를 선사한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및 세계적 호텔 

브랜드 JW메리어트 호텔, 맛과 

멋이 있는 파미에스테이션 등

의 복합 공간을 제공한다.

위치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

번지    문의전화  02)535-8182    

운영시간   10:00~22:00(연중무휴)

Goto Mall, Famille Station
Goto Mall is the underground shopping mall at Express Bus Terminal Station. 
It offers a variety of restaurants and attractions including the shopping center, 
and event squares. It is connected to Shinsegae Department Store, the world-
famous hotel brand JW Marriott Hotel, and a space complex at Famille Station.

Location  Underground 200, Sinbanpo-ro, Seocho-gu     Tel  02)535-8182
Hours  10:00~22:00 (Always Open)

세빛섬
세빛섬은 ‘가빛섬’, ‘채빛섬’, ‘솔

빛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부체 

위에 건물을 짓는 플로팅 형태

의 건축물이다. 야외공연장, 튜

브스터, 카페 등을 즐길 수 있

으며, 야경이 화려한 한강의 대

표적 랜드마크이다. 

위치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문의전화  1566-3433

Sebitseom
Sebitseom consists of ‘Gabitseom’, ‘Chaebitseom’, and ‘Solbitseom’. It is the 
first floating structure in the world that is built on a floating object on water. 
You can enjoy the outdoor stage, tubester, and cafes. It is the representative 
landmark of Hangang River with a magnificent night view. 

Location  683, Olympic-daero, Seocho-gu     Tel  1566-3433

삼성딜라이트 홍보관
삼성딜라이트 홍보관은 삼성전

자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통

해 미래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자신만의 감성과 상상력을 발

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미래

의 생활을 엿보는 등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위치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 빌딩    

문의전화  02)2255-2277    

운영시간  10:00~19:00(월-토)    휴관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Samsung D’light
Samsung D’light is a promotion space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future 
through Samsung’s latest technology and services. You can stimulate your 
senses and imagination through computer programs, and take a peek at life in 
the future, etc.

Location  Samsung Electronics Building, 11, Seocho-daero 74-gil, Seocho-gu     
Tel  02)2255-2277     Hours  10:00~19:00 (Mon-Sat)     Closed  holidays, substitute 
holidays, Labor Day

강남역지하상가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

기도 한 강남역의 지하상가는 

질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가격

대로 인기 있는 쇼핑센터이다. 

또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

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조성

되어 있다. 

위치  강남역 지하철 역사 내    운영시간  10:00~23:00 (매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휴관일   설날, 추석날

Gangnam Station Underground Market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 of Gangnam Station is also a meeting point 
for many people. The shopping center is popular among customers for quality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There are also convenient facilities where you 
can relax and spend time.  

Location  Gangnam Subway Station     Hours  10:00~23:00(Hours may differ by stores)    
Closed  Seollal (Lunar New Year’s Day) &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달빛무지개분수는 반포대교 상

하류측 1,140m 구간에 낙하용 

수중펌프를 이용한 분수와 배

경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야간

에는 경관조명을 이용하여 환

상적인 야경을 보여준다.

위치  서초구 반포동    

문의전화  02)3780-0578

Banpo Bridge 
Rainbow Fountain
Rainbow Fountain has fountains using underwater pumps to spray water and 
background music in harmony at 1,140-meter section. At night, it offers a 
magnificent night view with landscape lighting.

Location  Banpo-dong, Seocho-gu     Tel  02)3780-0578

교보문고
교보문고는 각종 도서 및 문구, 

음반 등을 살 수 있는 국내 최

대규모 서점이다.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

는 테이블 및 키즈파크, 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는 종합문화

공간이다. 

위치  서초구 강남대로 465 지하 

1층    문의전화  1544-1900    

운영시간  09:30~22:00    휴관일  설날, 추석날 

Kyobo Book Centre
Kyobo Book Centre is the biggest bookstore in Korea where you can get various 
books, stationery, music albums, etc. Anyone can sit comfortably at the tables 
provided, or use the Kids Park and cafes in this multi-use cultural space. 

Location  Basement 1, 465, Gangnam-daero, Seocho-gu     
Tel  1544-1900     Hours  09:30~22:00    
Closed Seollal (Lunar New Year’s Day) &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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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번호 Useful Phone Numbers
다산콜  Dasan Call Center 120 

인터내셔널택시  International Taxi 1644-2255
응급의료정보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1339
관광안내전화  Tourist Information Center 1330
서초관광정보센터(강남역 9번 출구)  02)3478-1261~5
 Seocho Tourist Information Center 
(Gangnam Station Exit 9)

대법원 전시관  대검찰청 박물관  누에다리

Exhibition Room at Supreme Court of Korea   
Supreme Prosecutor’s Office Museum  Nuedari

1
COURSE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양재시민의숲  양재꽃시장

Maeheon Yun Bong-gil Memorial Hall  Yangjae 
Citizen’s Forest  Yangjae Flower Market Center

2
COURSE

대성사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Daeseongsa Temple  National Gugak Center   
Seoul Arts Center

3
COURSE

고투몰, 파미에스테이션  세빛섬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4
COURSE

Goto Mall, Famille Station  Sebitseom   
Banpo Bridge Rainbow Fountain

삼성딜라이트 홍보관  강남역지하상가  교보문고5
COURSE

Samsung D’light  Gangnam Station Underground 
Market  Kyobo Book Centre

서초 도보투어 코스
Seocho Walking Tour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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