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2
임오군란

1884
갑신정변

1894
청일전쟁

1897
대한제국 선포

1904
러일전쟁

1904. 2.
한일의정서 체결

(일본군 군사기지 사용권 확보 )

1907. 7.
한일신협약 조인

(정미7조약)

1910. 8.
한국병합 강제조인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 통감 데라우치)

1919. 3.
3.1 운동

1937. 7.
용산 조선군사령부

조선인 지원병제도 제안

1945. 8.
8.15 광복

(“일본의 무조건 항복”)

1904. 8.
한일협약 조인

1905. 11.
을사늑약

1907. 1.
일본군  용산군용지
118만평 최종확정

1905
가쓰라-태프트 비망록

1914
제1차 세계대전

1923
일본 관동대지진, 
재일 조선인 대학살

1925
을축년 대홍수

1931
만주사변

1937
중일전쟁

1939
제2차세계대전

1941
진주만공습

1943
카이로선언

1945
모스크바 3상회의

1950. 6.
한국전쟁

(한강철교 폭파)

1952. 2.
용산기지

미군에 정식공여

1953. 10.
한미상호방위조약

1966. 7.
한미주둔지위협정

(SOFA협정)

2008. 8.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공원조성 주체 : 국토교통부)

2012. 4.
용산공원 국제공모 발표
(West8+이로재 “치유의공원”)

2017. 7.
용산 미8군사령부 이전
(평택 험프리스 새청사 개관)

1988. 3.
용산기지 이전 검토지시

(노태우 대통령)

2004.10.
용산기지 이전협정

(UA/IA협정)

2006. 8.
용산국가공원화 선포식

(노무현 대통령)

1953
정전협정

1980
5・18민주화운동

1987
6・10민주항쟁

고종 황제
(1852~1919/재위 1863~1907)

순종 황제
(1874~1926/재위 1907~1910)

이토 히로부미
(제1대 통감/06.2~09.6)

소네 아라스케
(제2대 통감/09.6~10.5)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3대 통감/10.5~10. 8, 제1대 총독/10.10~16.10)

하세가와 요시미치
(제2대 총독/16.10~19.8)

*조선군사령관 04.9~08.12

사이토 마코토
(제3대 총독/19.8~27.12)

사이토 마코토
(제5대 총독/29.8~31.6)

야마나시 한조
(제4대 총독/27.12~29.8)

우가키 가즈시게
(제6대 총독/31.6~36.8)

미나미 지로
제7대 총독/36.8~42.5)

*조선군사령관 29.8~30.12

고이소 구나아키
(제8대 총독/42.5~44.7)

*조선군사령관 35.12~38.7

아베 노부유키
(제9대 총독/44.7~45.9)

서울 수복 후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한미연합사령부청사

동작대교 북단과 미 8군 골프장

용산공원 국제공모 당선작

1946.3
•제1차 미소공동 위원회 개최
    (용산기지 내 장교관사를 소련군 대표 숙소로 제공)

1948.3
•용산기지를 ‘캠프 서빙고’로 명명

1949.7
•용산기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창설

•국방부 육군본부를 

    구 조선군사령부 청사로 이전

1950.7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 위임 공한 보냄

1953.8
•미 8군사령부 동숭동에서 용산기지로 이전

•만주사변 충혼비 → 미 8군 전몰자 기념비로 변경

1954.4
•용산기지에 AFKN 방송국 설치

1954.11
•용산 미 8군사령부 도쿄 자마캠프로 이동

1955.7
•일본 미 8군사령부 용산기지로 복귀

•동경 유엔군 사령부 용산기지로 이동
    (주한미군사령부 신설)

1968.1
•구 일본군 포병연대 부지를 

    캠프 코이너로 공식 명명
     (미대사관 이전 예정지)

1970.3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7사단 철수

•미 8군 121후송병원 부평에서 

   용산기지로 이전

1978.11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1991.6
•용산기지 내 미 8군 골프장 반환
     (구 일본군 연병장 자리 → 국립중앙박물관/용산가족공원)

1994.6
•전쟁기념관 개관

1995.3
•미대사관측, 용산기지 내 대사관 아파트 신축 계획

2002.4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  미군아파트 기공식

2005.10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945년 미군입성

제1차 미소공동 위원회

미 8군 전몰자 기념비
(2017. 6 평택기지로 이전)

맥아더 장군과 
히로히토 천황

아베 총독 
항복문서 서명

캠프 코이너 기념비

121 병원

일본군 제물포항 상륙
을사늑약 기념사진

1894.5
•인천 일본군 혼성여단 용산으로 이전

1894.11
•일본군 후비보병(특수부대) 제19대대를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용산에서 출병

•한국 주차군사령부 설치
    (현, 웨스턴 조선호텔 인근에 있던 대관정 터)

1904.4

1904.8
•일본군, 용산일대 

    약 300만평의 군용지를 강제 수용

1906.5
•용산기지 공사를 위해

    경리부 임시건축과 설치

1906.7
•용산기지 공사  착수

•용산 사격장 완성

1907.4

1907.6
•하세가와가 러일전쟁 잉여금으로 

    일본군사령관저를 지음

1907.7
•용산에 여단사령부 설치
     (헤이그 특사 사건 수습, 의병 봉기 진압 목적)

1908.6-10
•용산기지 내 용산보병연대 병영 준공

•용산기지 내 위수병원 준공, 오포대 설치

•한국 주차군사령부, 남산 필동에서 

   용산기지로 이전

1909.9
•용산기지 내 육군위수형무소 준공

1910.4
•용산 일본군사령관저 준공
    (이후 용산 총독관저가 됨)

1910.8
•용산기지, 일본군 보병 15개 중대, 공병 1개 중대 배치

•한국 주차군사령부를 조선 주차군사령부로 개칭

1914.3
•용산기지 준공보고서 발간

    ‘조선주차군 영구병영관아  

    및 숙사건축경과개요’ 
     (조선주차군 경리부)

1915.8-12
•용산기지 확장공사 개시

•한반도 일본군 제19, 20사단 상주군 설치 결정 
    (한반도 지배력 장악, 대륙침략의 거점 확보)

1916.4
•둔지미 마을 강제 철거 후 용산연병장 조성 
    (현, 국립중앙박물관)

1916.6
•경복궁 홍례문과 행각을 헐고 조성총독부 신청사 기공식

1918.6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조선군사령부로 개칭
    (1945년 2월 다시 바뀜) 

 

1920.3-4
•용산 보병 제79연대, 야포병 제26연대 병영 준공 

•용산 기병 제28연대, 공병 제20대대 병영 준공

1923.3
•용산기지 2차 보고서 발간

   ‘조선사단영사건축사’ 
    (조선군 경리부)

1925.7
•을축년 대홍수, 용산기지 일부를

    개방하여 이재민 수용

1928
•용산 철도병원 본관

     (구 철도국 서울진료소) 지점

1931.9
•용산기지 일본군, 만주 침략 선봉

1932.5
•용산 제20사단 소속 56용사 초혼제
    (용산 연병장)

1935.11
•용산 제78연대 내 만주사변 전사자 

    충혼비 설치

1937.10
•‘황국신민서사’ 제정

1938.2
•‘조선 육군 특별지원령’ 공포

1938.5
•‘국가총동원법’ 공포

1940.4
•용산기지 내 경성육군병사부

    건물 신축

1938.7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창립

•조선군사령부 병사부 설치
    (조선 청년들의 전쟁동원 담당)

1942.5
•일본 각의, 조선인 징병제 결정

1942.9
•연합군 포로수용소 개설
     (현 용산구 신광여중고 부지)

1944.6
•조선군보도부, 

    영화 ‘병정님’ 개봉
     (용산기지에서 촬영)

1945.8
•소련군 평양 진주

1945.9
•미24군단 예하 제7사단 

    용산기지로 진주

•연합군 총사령부, 일본군 

    본국 철수계획 지시

•미군정청 실시

영화 ‘병정님’ 중

1894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1897
•고종, ‘대한제국 선포’

•환구단 조성, 황제즉위식 거행
흥선대원군

고종황제
1904.1
•대한제국, 중립국 선언

•고종황제, 이지용에게 

    한일의정서 조인 불승인을 지시

1905.3
•최익현, 상소문 게재 (황성신문)

•고종황제, 러시아 정부에 밀서 전달

1905.11
•한일협상조약에 반대하는 의병 항쟁 확산

•정부 관료와 각지 유생들의 조약 폐기와 

    조약에 날인한 대신들을 극형에 처하라는 상소 

•민영환, 한일협상조약에 반대하여 자결

1905.12
•손병희,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1906.6
•최익현, 신돌석 등 항일의병 일으킴

1907.1
•안창호, 이갑 등 항일비밀 결사 신민회 조직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일어남

손병희

1907.6
•고종황제 특사 3명, 네덜란드 헤이그 도착

1907.7
•이완용, 고종황제에게 양위 주청

•한국 군대해산 조칙 발표

•고종황제, 순종에게 약식으로 

    황제 양위식 거행

1909.2
•미주와 하와이의 한인단체 

   통합하여 ‘국민회’로 발족

1909.10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
     (1910.3. 안중근 사형 집행)

1911.4
•이철영, 이상룡 등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운동 근거지 ‘경학사’ 신설

    - 부속기관으로 ‘신흥강습소’ 설치

1911.9
•105인 사건 -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사건을 확대하여 

    애국계몽 운동가 600여 명 검거하고 105인을 투옥

1917.2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대동단결선언문 작성

1919.1
•고종황제 승하

1919.2
•2·8독립선언 (동경유학생이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독립선언문 발표)

•천도교 경영 인쇄소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인쇄하여 배포 시작

1919.4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9
•강우규, 남대문역(오늘날 서울역)에서 

    사이토 총독 일행에게 폭탄 투척

1919.11
•김원봉, 이종암 등 만주에서 ‘의열단’ 조직

1923.1
•의열단원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파의거

1926.6
•순종황제 국장, 6.10만세 운동

1927.2
•좌우연합 항일단체

   ‘신간회’ 결성

1932.4
•한인애국단 윤봉길,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 투척

1932.1
•이봉창, 일본천황 히로히토에게 폭탄 투척

1932.5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이전

1945.9
•1945. 8. 미소 양군 한반도 분할 점령방안 공표

•1945. 9. 미 아놀드 소장 군정장관 취임

1957.7
•한강철교 재개통

1990.9
•노태우 대통령, 전쟁기념관 기공식 참석

2006.8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가공원화 선포식

민영환

헤이그특사
2·8독립선언 학생대표 출옥기념 사진

신민회 설립 취지문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 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 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의 원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기념

1949.6
•김구,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
     (안두희, 용산기지 위수형무소에 수감)

정전 협정문

삶의 터전에서 금단의 땅이 되었던 용산, 그 역사를 알아보자

1950.7
•용산 대폭격

대한민국 임시 헌장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한일의정서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 

또는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는 속히 임기

(臨機)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십분의 편의를 제공할 것임. 일본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任機收用)할 수 있음.

가쓰라-태프트 비망록 
(The Katsura-Taft Agreement) 

1.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약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2.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3.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 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리한다.

SOFA 합의사록 환경조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 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신설 2001. 1. 18>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기념이념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존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 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약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파노라마 사진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용산공원전략팀 김홍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