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는 길 How to get there

지하철 

9호선 / 공항   마  곡나루역 3 · 4번 출구 연결 ⇨ 열린숲(1번 진입구) ⇨ 마곡문화관(도보 20분)

9호선   양천향교역 8번 출구 ⇨ 주제원(7번 진입구) ⇨ 마곡문화관(도보 10분)

By subway |   Take Exit Nos. 3 or 4 at Magoknaru Station on Line No. 9. Incheon 

 Airport Railroad ⇨ Forest Field (Entry Gate NO.1) ⇨  

 Magok Cultural Hall(20 minute walk)

     Take Exit No.8 at Yangcheon Hyanggyo Station on Line No.9 ⇨ 

  Display Garden(Entry Gate NO.7) ⇨ Magok Cultural Hall(10 minute walk) 

버스 

‘겸재정선미술관’정류소 하차(도보10분) 

간선 672, 지선 6631, 6642, 6712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By bus |  Get off at Geomje-Jeongsun Art Center (10 minute walk) 

    bus Nos. 672, 6631, 6642, 6712

                       * Please use public transportation due to limited parking availability

관람시간 | Viewing hours

평일 및 토·일·공휴일 : 09:00 ~ 18:00(입장마감 17:00)

휴관 : 매주 월요일 

               * 기타 휴관일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참조 

Weekdays, weekends and holidays: 09:00 ~ 18:00 (Visitors admitted till 17:00)

Closed: Every Monday

                    * Visit the official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주소 | Address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마곡문화관

Magok Cultural Hall, Seoul Botanic Park, Magok-dong-ro 161,  

Gangseo-gu, Seoul    

관람료 무료  | Entrance fee free

문의  | Inquiry

마곡문화관  02-2104-9798

서울식물원 대표전화 02-2104-9711

홈페이지 botanicpark.seoul.go.kr

페이스북 seoulbotanic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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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363호인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마곡문화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곡문화관은 1층의 기획전시실과 2층의 

상설전시실, 배수펌프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곡동, 가양동 등 현 마곡문화관 일대는 

옛 김포평야로, 1963년 서울시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의 도시역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오래된 농경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식물문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식물원 마곡문화관은 

‘마곡’이라는 장소성을 매개로 과거를 새롭게 

만나고, 현재를 또 다른 시각으로 비추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서울식물원 임시개방과 

함께 열리는 마곡문화관에서 다채로운 

전시·문화행사·공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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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age Pump Station of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 363, 

has been reborn as ‘Magok Cultural Hall’. This 2-story 

building comprises a special display room on the  

1st floor, an exhibition hall on the 2nd floor, and a 

basement where drainage pipes are on display.

Magok-dong and Gayang-dong, which together 

make up the area where the hall is located, are part 

of the Gimpo plain and were incorporated into the 

municipality of Seoul in 1963. 

Seoul Botanic Park seek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lant culture by promoting a better understanding 

among the public of the time-honored farming 

culture. Likewise, by using the locality of Magok as 

an intermediary, Magok Cultural Hall attempts to 

highlight the past a new and to project the present in 

different lights. Come to the Magok Cultural Hall, 

open in October 2018 along with the Seoul Botanic 

Park, and experience various exhibition, cultural and 

performance events in the illumination of urban 

history, architecture and art.



근대농업유산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춘 유일한 등록문화재로 

대홍수에도 펌프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4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목구조로 지어졌다.

Of modern industrial legacy, Yangcheon Drainage Pump Station is 
the only standing structure known to have been used for farming-
related drainage. The wooden structure is built on a 4-meter-high 
concrete foundation which enabled the pump station to operate 
during a flood.

양천수리조합 및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관련 연혁
History of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 and the Yangcheon 
Drainage Pump Station

1906.04. 탁지부령 제3호 : 수리조합조례 제정 
  Land Survey Dept. Decree No. 3: 

irrigation association ordinance enacted

1908 옥구서부수리조합 설립 
 Westside Okgu Irrigation Association formed

1923 양천수리조합 설립(조합장: 최병규)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 formed  

(Association head: Choi Byeong-gyue)

1924  제 1,2,3호 제방 축설. 배수로 2조, 2연갑문(二連閘門) 
1st, 2nd, 3rd embankments built,  
including 2 drainage canals, 2 joint flood gates

1925 을축년 대홍수로 방수제 붕괴 
 Dikes destroyed by a Flood

1927 수해복구 
 Flood damage recovery

1927~28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건립  
  Drainage Pump Station of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 built

1928 배수로 보수 및 확장 
 Drainage canals reinforced and expanded

1961 한강수리조합에 합병 
 Merged with Han River Irrigation Association

1981  서울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장안평+양동농지개량조합) 
Renamed Seoul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 

1991.10.17. 농지개량시설 용도폐지 
 Farmland improvement functions terminated

2000 농업기반공사설립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formed

2005  한국농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서울사무소 관할 
Under jurisdiction of Seoul Office of Yangpyeong-Gwangju 
Seoul Office of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2007.11.22. 등록문화재 제363호로 등록 
 Registered as Registered Cultural Asset No. 363 on Nov. 22

2008  마곡 워터프론트 건축설계공모 복원공사 
Magok Waterfront architecture design contest held 
Restoration Work

2018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복원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 Drainage Pump  
Station restored

마곡문화관
Magok Cultural Hall

땅과 
물의 
기억

Memory of Land a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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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조합 : 토지나 가옥소유자가 모여 농지에 대한 관개용 저수지·제방 등의 

축조·관리 및 수해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법인체

• 옛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25-4번지

 Old address Magok-dong 25-4, Gangseo-gu, Seoul

• 건립연대 1927. 12. 31 착공 / 1928.  6. 30 준공 

 Construction Begun on Dec. 31, 1927 / Completed on June 30, 1928

• 건축구조  지상1층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2층 : 목조 트러스 및 목조 벽체(한식 회벽)
 Building structure  Ground floor: steel concrete structure 

2nd floor: wooden trust and wooden walls  
(Korean-style plastered wall)

• 부지면적 Site area 504,052.00㎡

• 연면적 Total floor area 408.85㎡

• 지상 1층 Ground floor 327.94㎡

• 지상 2층(2nd floor) 57.16㎡

• 증축(브릿지) Extension (bridge) 23.75㎡

• 최고높이 Maximum height 12.6m

자료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문화재청 
Data provided by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마곡문화관 종단면도

▲  구 양천수리조합 사무실  
(The office structure of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

▲  우량계 
(A rain gauge)

구 양천수리조합의 조합사무실 전경과 우량계 모습이다. 양천향교 옆에 

위치해 있던 구 양천수리조합사무실과 우량계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The office structure of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 and the rain gauge 
used by the association. The office structure and the rain gauge, both of which 
were located next to the Yangcheon Confucian School, are no longer extant.

구 양천수리조합 

조합사무실

The office structure of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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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배수펌프장 남측면의 복원 전후 모습이다.  

복원 전 사진에서 콘크리트 구조체를 부수고 설치된 문은 복원과정에서 

그대로 두어 현 마곡문화관의 주출입구가 되었다.

The south side of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s drainage pump station,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The gate, shown in both photos,  was added to 
the concrete structure, left untouched during the restoration, and now serves 
as the main entrance to the Magok Cultural Hall.  

▲  복원 전(Before) ▲  복원 후(After)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의 복원 전후 모습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s 
drainage pump station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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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전 고물상으로 사용되던 시절의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의 

모습이다. 배수펌프장의 왼편에는 

농사에 이용한 배수로가 보인다. 

A photo of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s drainage pump station, 
taken when the drainage pump station 
was being used as a junk shop. Shown 
on the left of the station is a ditch 
which was once used for farming.

복원 전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모습

Yangcheon Irrigation Association’s 
drainage pump station  
befor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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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에 면한 서측면의 복원 전후 모습이다. 콘크리트 구조체에 2개의 

수문이 쌍을 이루고 있고, 균열된 콘크리트 사이에 있는 버드나무는   

역설적으로 배수펌프장이 버려진 시간의 역사를 말해준다.

The pump station’s west side, which once faced the waterway,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Double-panel floodgates are built into the concrete structure; and  
a tall willow tree, which has been growing through a crack in the structure, makes 
for a good indication of how long the pump station had been abandoned. 

서측면 복원 후 모습 The west side of the pump station 
before and after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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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전(Before) ▲  복원 후(After)

▼ 하천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