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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our second issue of Songdo Stories.
We would like to thank our new and returning contributors for expressing
their connections with Songdo in so many different forms.

Through these stories we also see Songdo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e
look upwards to the sky over the skyscrapers, we look down towards tiny
statues, we look ahead towards the future but we also look back to the
past. Two of our contributors explained how they witnessed the planning
and realisation of such a unique urban project.
We hope this issue will encourage you to share how Songdo inspires you
or has inspired you and carry on to our next edition in spring.

송도스토리 제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송도와의 인연을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서 보내준 여러 분들과 1호에
연이어 응모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송도에서 새롭게 발견된 조류의 사진 시리즈, 역사적 설명, 예술적
표현, 개인적 성찰과 경험을 담은 13개의 스토리들을 이곳에 모았습니다.
자연은 바다 위의 석양에 관한 것이든, 다리를 통해서든, 운하와 강둑의
풍경이든, 공원의 새들이든, 계절에 따라 나무의 색이 변하는 것이든 거의
모든 이야기에 존재합니다. 송도의 구석구석에서 아파트들이 위쪽으로
자라나고 있는 동안, 초목들은 더욱 더 푸르고 당당하게 우리 곁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송도인들은 자연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송도를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고층 빌딩
너머 하늘을 바라보고, 작은 조각상들을 내려다보고, 미래를 내다보지만 또한
과거를 돌아봅니다. 신도시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두 분의 추억을
또한 공유합니다.
이번 호가 송도에서의 삶에 영감을 주고 그런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다음
호에서도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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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OF A CITY
SKYSCRAPERS RISING OUT OF THE MUCKK
WORDS AND PICTURES BY JON DUNBAR

Songdo is probably the most unique city I've seen in Korea. Dreamed
up as a futuristic utopia, it has been developed in a top-down
manner and is still very much an unfinished project. As it is built on
reclaimed land very few can truly call it their hometown.
Remarkably, the people who have migrated here and had the
opportunity to call Songdo home, even if temporarily, have
developed a strong bond with this adolescent megacity, and a
beautiful community has arisen amid its quiet streets and sparkling
towers, a place that, just 20 years earlier, was tidal flats inhabited
mainly by migratory birds.

송도는 아마도 내가 한국에서 본 가장 독특한 도시일 것이다 . 미래지향적인 유토피아
를 꿈꾸며 하향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중인 프로젝트이다 . 송도는 간척지
에 지어졌기 때문에 송도를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
놀랍게도 이곳으로 이주하여 송도를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청소년 대도시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 그리고 불과 20 년 전
만 해도 주로 철새들이 찾아오는 갯벌이었던 이곳에 그들은 조용한 거리와 반짝이는
빌딩 속에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
송도라는 거대한 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 다음 여섯 개의 사진을 공유하
고자 한다 . 이 사진들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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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help you fathom the colossal feat that is Songdo's
creation I wish to share six pictures that will pull the rug out from
under your feet.

바이블 엑스포

Before Central Park became
the beloved family-friendly
destination it is now it was
host to the Bible Expo, a series
of lifesize dioramas populated
with papier-mache humans
acting out biblical stories.
Shortly after its opening in
August 2010 a typhoon hit,
mangling the figures. When I
visited in June 2011, the
grotesque forms still stood,
unattended for months.

센트럴파크가 지금처럼 가족들이
즐겨찾는 곳이 되기 전에 , 그곳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타내는 페이
퍼마세로 만든 인간들로 가득찬
실물크기 입체모형 시리즈인 바이
블 엑스포의 개최지였다 . 2010 년
8 월에 문을 연 직후 태풍이 강타
하여 그 모형들이 훼손되었다 . 내
가 2011 년 6 월에 방문했을 때 그
괴상한 형태들이 여전히 몇 달 동
안 방치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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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Expo

송도 유원지
Originally, the name Songdo
belonged to the region inland
of Songdo IBD. It had been
known by that name since the
Japanese first developed it as a
recreation area. However, with
the land reclamation needed
to spawn the ubiquitous city,
this coastal resort found itself
inland. An amusement park
there closed in 2011 and it has
since been converted into a
humongous sprawling used
car lot.

원래 송도라는 이름은 송도 국제
상업지구의 내륙 지역에 속했다 .
일본인들이 처음 그 지역을 휴양
지로 개발했을 때부터 그 이름으
로 알려져 있었다 . 하지만 스마
트 도시 ( 유비쿼터스 도시 ) 를 형
성하기 위해 간척이 필요하게 되
면서 , 이 해안 유원지는 내륙에
자리잡게 되었다 . 그곳에 있는
놀이공원은 2011 년에 문을 닫았
고 , 그 이후로는 매우 큰 중고차
단지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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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do Resort

In December 2013, I announced I
was going on a trip to New York,
but instead I stayed overnight in
Songdo. By now the Bible Expo and
Songdo Resort were gone, and I
wanted to get to know this new
city more intimately. At sunset I
watched darkness fall on the
deserted Central Park and the
surrounding barren land where
construction was yet to commence.
This image shows the Tri-Bowl and
Compact Smart City in front of two
lonely towers, with Arts Center
Incheon under construction behind
them, and not much else.

해질녘 송도

년 12 월 , 나는 뉴욕으로 여
행을 간다고 말했지만 송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 그때는 바이블
엑스포와 송도 유원지는 사라져
있었고 , 나는 이 신도시를 더 자
세하고 직접적으로 알고 싶어졌
다 . 해가 질 무렵 나는 황량한 센
트럴파크와 아직 공사가 시작되
지 않은 그 주변의 불모지에 어
둠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 이 사
진에서는 외로운 두 타워 앞에
있는 트라이볼과 컴팩트 스마트
시티 , 그리고 그 뒤에 건설중인
아트센터 인천이 보인다 .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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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do at Dusk

Street Grid

스트릿 그리드

free" cit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treet grid was
built first, with everything else
forced to fit between those
lines. Yet for years, residents
liked to joke about how traffic
was virtually nonexistent. In
April 2015, I drove away from
the developed part of Songdo
to get a look at this deserted
road network.

차 없는 도시 ” 라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 흥미롭게도 , 스트릿
그리드가 먼저 지어졌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라인들 사이에
맞춰져야 했다 . 하지만 몇 년 동
안 송도 주민들은 차들이 보이
지 않는다는 농담을 즐겨했다 .
2015 년 4 월에 나는 이 황량한
도로망을 보기 위해 송도의 개
발된 지역을 벗어나 차를 몰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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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being touted as a "car-

Despite all the ongoing
development, if you venture
farther from Songdo's towers,
much of the reclaimed land is
still underused. In this section
close to Jack Nicklaus Golf
Course, seen in April this year,
what appear to be urban
gardening projects have
sprouted in the unoccupied land.

미개발지역

송도의 계속되는 모든 개발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간척지의 대부분이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 . 올해 4 월
에 본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가까운 이 구간에서는 도시 텃
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터에
싹들이 움트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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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terland

Ongoing Land Reclamation

진행중인 간척 사업

Land reclamation is still
progressing, with more parts of
Songdo to be filled in. In April this
year I trekked out to get a closer
look at the Korean Peninsula's
youngest land territory. Although
Songdo is feeling more complete
than ever, there are still places to
visit if you want to watch the

아직 간척이 진행중이어서 송도의
더 많은 부분이 땅으로 메꿔질 예정
이다 . 올해 4 월 나는 한반도에서 가
장 최근에 생긴 땅을 자세히 보기 위
해 도보여행을 했다 . 송도는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이다 .
하지만 여전히 갯벌 속에서 솟아오
르고 있는 고층 빌딩들이 있다 .

Jon Dunbar lives in Seoul, but he has been visiting Songdo since 2011.
He is general editor of RAS Korea’s journal Transactions,
and a copy editor at The Korea Times.

존 던버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2011년부터 송도를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그는 RAS 코리아의 잡지 트렌스액션스의 편집장이자 코리아타임즈의 카피에디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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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crapers rising out of the muck.

BIRDS OF
SONGDO
PHOTOS AND WORDS BY
VIVIAN FU
As a city built on reclaimed
land, it was originally
“unattractive” to wildlife.
Yet, with trees growing in
the urban parks here, more
and more of our wild
neighbors are gradually
coming to Songdo. After
the pictures shared in the
first issue of Songdo Stories,
I am this time showing you
some migratory land birds
that visited Songdo this
year.

Top: Northern Boobook

북부올빼미

Middle: Varied Tit
Bottom: Japanese
Waxwing

홍여새

곤줄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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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se winged visitors
indicates that our
environment is improving.

송도는 간척지에 지어진 도시이
기 때문에 원래 야생 동물들에게
" 매력적이지 " 않았다 . 그러나 이
곳 도시공원에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야생 이웃들이 송
도를 찾아오고 있다 . 송도스토리
1 호에 실린 사진들에 이어 올해
송도를 찾은 철새들을 소개한다 .
이러한 날개를 가진 방문객의 증
가는 송도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
Top: Two male Blueand-White Flycatchers
2
Right: Asian Brown
Flycatcher

Vivian Fu is from Hong Kong and has been in Songdo for three years.
She is working on nature conservation and loves birds and wildlife.

비비안 후는 홍콩에서 왔고 3년째 송도에 살고 있다.
그는 자연 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와 야생 동물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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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유리새 수컷 마리
쇠솔딱새

송도에서
드라마 찍기
KIM JUNG MI

송도에 산 지 15 년이 되었다 . 처음 송도에
왔을 때 , 차로 조금만 가도 허허벌판에 삭
막한 바람이 불었다 . 여기저기 아파트며 ,
오피스텔이며 공사판이 벌어졌고 , 막 옮겨
심은 가로수들은 여름에도 무성하지 못했
다 . 인천의 다른 시내보다 더 춥고 , 더 을
씨년스러웠다 . 상전벽해 ( 桑 田 碧 海 ) 라는
말보다 벽해도시 ( 碧海都市 ) 라는 말로 송
도를 표현해야 할 것 같았다 . 말 그대로 푸
른 바다가 도시가 되었다 . 해마다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하더니 , 언젠가부터 송도가
드라마에 , 영화에 ,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했
다 . 송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다리들 ,
건물들 , 공원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딸
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드라마도
찍었다 .
몇 년 전 여름밤이었는데 ,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잠시 놀란 적이 있었다 . 오피스텔
상가 1 층 거리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던 것
이다 .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 하얀
눈이 쌓인 가로수 들이며 ……. 마침 그 주변
에서 신호등에 막혀 잠시 현장을 보니 , 깜
깜한 밤에 환한 불빛하며 , 불빛에 비친 눈
내리는 모습이 뭔가 동화 같기도 하고 , 환
상 같기도 하고 , 정말 8 월의 크리스마스구
나 싶었다 . 설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
분이었다 . 따뜻한 겨울이 주는 아늑함을
후덥지근한 여름밤에 느낄 줄이야 ! 그 장
면이 주는 아름다운 여운이 지금까지 조금
남아 있다 .
Photo by Kim J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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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19

소설가 박완서의 수필에 ‘ 아들이 의대에
들어간 후 병원 간판만 보아도 괜히 친근
감을 느낀다 ’ 는 이야기가 나온다 . 엄마들
마음은 이렇게 다 비슷한 것일까 ? ‘ 의류
학과 ’ 를 전공하는 대학생인 딸이 휴학 후
드라마 의상팀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다 .
약 한 달 전 , 드라마 촬영이 늦게 끝난 딸
을 데리러 나서는데 , 새벽 1 시가 넘은 시
간에 골목길이 환했다 . 순간 아 , 뭔가 찍
는구나 싶었다 . 평소 자주 다니던 골목이
었는데 , 내 눈에는 송도에서도 그렇게 딱
히 예쁜 골목은 아닌데 싶었지만 , 거기서
찍는 장면에 호기심이 생겼다 . 그리고 뭔
가 알 수 없는 친근감이 , 그리고 밤 늦게
일하는 촬영팀에게도 동지애가 느껴지는
엄마의 감정 ……. 딸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
에 “ 너 다니던 스터디카페 골목에서 뭔가
촬영하고 있더라 . 내가 보기엔 평범한 골
목인데 .” 라고 말을 건넸다 . 그랬더니 , “ 엄
마 , 거기 은근 매력 있어 . 카메라로 찍으
면 괜찮을 것 같은데 .” 이 대화를 나눈 이
후 , 갑자기 나는 송도 시내를 거닐며 , 문
득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
‘ 인천대 앞 바닷가 석양 아래서 , 노부부가
거니는 모습을 찍으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다 ’ 라든가 , ‘ 개나리 피고 , 벚꽃 만개한
달빛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찍
으면 정말 예쁠 텐데 .’ 라든가 ,‘ 영종도에서

송도 방면으로 가다보면 , 다리 후반부에 송
도 전경이 펼쳐지는 순간이 있는데 , 안개
낄 때 보면 정말 SF 영화의 미래 도시로 딱
인데 .’ 라든가 . 몇 년 전 방영된 ‘ 뷰티 인사
이드 ’ 라는 드라마에 남주인공이 커넬워크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온 적이 있었다 . 내가 냉
면을 사러 가는 거기 , 가끔 쇼핑하러 거니
는 그곳 , 때론 밥하기 싫은 날 , 간단한 외식
을 위해 들르는 내 일상의 장소가 드라마에
서는 꽤 멋지게 등장하는 걸 보는 것이 뭔
가 약간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 일
상이 더 근사해지는 것 같은 착시 현상 .
요즘 송도에 가로수들이 무성해지고 있다 .
꽤 듬직하니 서 있는 게 앞으로 십 년 후
더 크고 더 우람해질 것이다 . 봄에는 더 많
은 꽃들을 피울 것이고 , 가을이면 더 낙엽
이 떨어질 것이다 . 세월이라는 연륜이 더해
질수록 신도시의 느낌과 안정된 도시의 모
습이 어우러져 송도는 더 독특한 도시가 될
것이다 . 그때쯤이면 지금 퍼지는 드라마 ,
영화 한류의 바람을 타고 송도의 센트럴파
크에 여행자들이 더 많아지려나 ? 요즘 나
의 작은 꿈은 , 딸이 의상팀으로 있는 영화
나 드라마 촬영을 송도에서 하고 내가 구경
가는 것 , 그리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추
억을 두고두고 대화거리로 삼는 것이다 .

김정미는 송도에서 2007년부터 15년간 살고 있다. 그의 딸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모두
송도에서 다녔다. 그는 딸이 성장하는 모습과 송도의 발전하는 모습 모두에 신기함을 느끼고 있다.
Kim Jung Mi has been living in Songdo for 15 years, since 2007.
Her daughter attended he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Songdo.
She is amazed by both the way her daughter grew
and the way Songdo has developed over these 1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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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to google translation

WHEN
TIME
STOPS IN
SONGDO
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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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E EUNJUNG

Photo by Jee Eunjung

Despite the seeming absence
of repose, there are some
moments when the knitting
stops. One of the moments is
when the sun starts to set on
the Songdo Fourth Bridge. The
bridge is a steel monster with
two enormous spikes pointing
diagonally upwards in opposite
directions. Its powerful legs rise
out of the mudflats on either
side of a rivulet of murky water,
and at the arch of its back

알람이 울린다 . 6 시다 . 오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나는 이미 오
늘의 첫 물 한 잔을 들이키고 있다 .
6 시 20 분이면 이미 운동복을 입었
고 열심히 지방을 태울 준비가 되었
다 . 7 시 20 분 즈음에는 하루의 정
해진 운동량을 마치고 , 의자에 앉아
땀을 식히며 에세이의 한 챕터를 십
분간 읽는다 .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간신히 뿌리치고 샤워
로 향한다 .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
마지막 몇 분은 반드시 찬물로 마무
리한다 . 늦어도 8 시에는 다시 부엌
에 들어서 있고 , 간단히 점심을 준비
한 후 , 드디어 아침 수업을 향한다 .
이제 수업이 시작되려면 한 시간이
남았다 . 모든 자료는 준비되었다 . 하
지만 다시 한 번 수업 전 확인 작업
을 한다 . 나의 하루는 이처럼 한 코
를 빼먹거나 실수하는 법 없이 ‘ 나의
일상 ’ 이라 불리는 스웨터를 뜨기 시
작한다 .
쉴 틈 없어 보이는 겉보기와는 달리 ,
잠시 뜨개실이 멈출 때가 있다 . 바로
송도 4 교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다 . 4 교는 강철 괴물이다 . 두 개의
거대한 뾰족한 기둥이 위를 향해 대
각선으로 치솟아 만나 있다 . 4 교의
튼튼한 강철 다리는 혼탁한 개울 양
쪽 진흙 뻘에 양 발을 걸치고 우뚝
서 있고 굽은 등에는 두 개의 뾰족
막대가 하늘을 향한다 . 하지만 멀리
서 보면 , 그건 괴물이 아니다 . 다만
한 엔지니어에 의해 디자인 된 , 원대
한 이상을 품은 , 어쩌면 부지불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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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arm goes off at 6am.
Within five minutes I’m in the
kitchen, drinking my first glass
of water. By 6.20am I am in my
workout gear ready to shed off
a layer of fat. By 7.20am I’m
done with my daily workout,
and sit on a chair cooling off
my sweat. I read a chapter of
an essay for ten minutes.
Resisting the temptation to go
on to the next chapter, I head
off for a shower. First, lukewarm
water, then cold water for the
last few minutes. No later than
8am I’m back in the kitchen
preparing a simple lunch and
finally off to my morning class.
Now it’s one hour till class
begins. All the materials are
already prepared but I still
double check everything
beforehand. My day goes on
like that to knit a sweater
called “my usual day,” not
missing a single stitch or
making a single stitch loose.

Yet, far below the two spikes,
trucks thunder across in groans
of steel and dust. Vivacity, vie,
and victory give way to a more
menacing illusion. The bridge is
a steel monster.

에 넌지시 ,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를
이 세계에 던져주려는 의도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 두 개의 대각선 형
상을 한 ‘V’ 는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 ? 석양의 4 교를 마주하는 모
두가 자신만의 의미로 이해하겠지
만 , 내게 V 는 생기 (Vivacity), 삶
( 프랑스어로 Vie), 아니면 승리
(Victory) 를 의미한다 .
하지만 , 두 개의 뾰족 막대 저만치
아래에서는 현대 사회의 이기와 편
리의 굉음을 내지르는 트럭들이 흙
먼지를 날리며 줄지어 달린다 . 생기
(Vivacity), 삶 (Vie), 그리고 승리
(Victory) 는 훨씬 더 위협적인 형
상에 그 자리를 내준다 . 4 교는 강철
괴물이다 .

Photo by Jee Eu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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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the two spikes. From a
distance, it’s not a monster, just
a bridge designed by an
engineer with grand ideas and
maybe the intent to
subliminally deliver an implicit
yet powerful message to the
world. What does the “V” of the
two enormous spikes stand for?
Each person who views the
bridge at sunset discerns their
own message. For me, it is a V
for “vivacity”, “vie” (life), or
“victory”.

Time melts away and
disappears. There are always a
few people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monster’s back at
sunset. Often it is the same
people.
You know they’re the same
people not necessarily because
you recognize them or say
hello, but rather because of the
way they stare at the sunset.
They don’t take photos or
chatter or pose for selfies –
although, it would be a perfect
selfie. Rather, they just stare at
the sunset. It is the moment,
perhaps the one moment in
the whole day or even the
whole week, when time
disappears.

이 괴물 뒤로는 아주 먼 곳까지 시
야에 들어온다 . 해가 질 때면 하늘이
온통 오렌지빛 , 빨강 , 분홍 , 파랑 그
리고 가끔은 보라색 파스텔톤으로
물든다 . 색색의 밝은 빛이 물밀듯이
밀려와 하늘을 그득 채울 때면 멀리
보이던 산은 갑자기 어두워져 보이
지 않는다 .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새들의 석양 발레가 시작되어 다시
금 하늘에 물감을 톡톡 퍼트린다 . 가
장 먼저 , 거위들이 귀에 익숙한 끼룩
거리는 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다음
은 찌르레기가 그에 버금가는 속도
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 그리곤
두루미다 . 아주 운이 좋으면 석양이
가장 붉은 형상을 하고 있을 때 두
루미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기 시작
할 것이다 . 바로 그 순간이 이 세상
에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다 .
시간은 조금씩 조금씩 녹아 내리다
사라져버린다 . 항상 괴물의 등 한가
운데서 석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다 . 주로 같은 사람들이다 .
그들을 알아보거나 인사를 건네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석양을 바라
보는 그 자태가 그들이 같은 사람들
임을 짐작게 한다 . 그들은 풍경을 찍
거나 수다를 떨지도 셀카를 찍지도
않는다 - 비록 그곳이 셀카를 찍을
최고의 장소일 법한데도 말이다 . 그
들은 지는 석양을 지긋이 바라본다 .
바로 그때가 , 어쩌면 기나긴 하루 아
니면 일주일 중 단 한 번 , 시간이 사
라지는 순간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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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back of this monster
one can see for miles. One can
see the sunset paint the entire
sky in orange, red, pink, blue
and sometimes purple pastels.
The mountains far off in the
distance darken suddenly as
the sky floods with colors, but
from their darkness now come
sudden bursts of color as an
avian sunset ballet commences.
First it’s the geese with their
familiar honks. Then the
starlings appear and disappear
just as fast. Then it’s the cranes.
If you’re lucky, a crane will
commence flying across the sky
just as the sunset takes on its
reddest hue. It’s at this
moment that you realiz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time.

Soon after sunset, as the
darkness is just about to take
over, and if you’re very, very,
very lucky, you can hear and
sometimes see the most
beautiful sight. From the back
of a monster amidst the last
touches of color in the sky, it
will emerge. I know not where
it comes from, for its first heard
rather than seen. It starts with
short, sharp, almost child-like
bursts. They slowly become
louder, until suddenly falling
silent. Then there’s a clamorous
fluttering followed by a beating
rhythmic flapping as its
seemingly heavy body takes to
the air. A lone pheasant rises
from the bushes, its brilliant

석양은 하늘을 연한 수채화빛으로
물들인다 . 희미하게 노랗고 붉은 빛
깔들이 빠르게 옅어져 종국에는 이
마저 사라져버린다 . 석양의 아름다
운 빛깔은 송도를 드나드는 트럭과
자동차들의 끝없는 행렬의 색으로
바뀐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삐 집
으로 가고 , 어떤 이들은 바삐 직장에
간다 . 모두가 시간 맞춰 제때 도착해
야 한다 . 하지만 , 그 순간 나의 시간
은 방향을 돌려 나의 ‘ 바쁜 일상 나
무 ’ 의 결에 역행한다 . 나는 침착하게
조금 더 기다린다 . 시간은 조금 더
걸려도 괜찮다 , 내게는 숨어 있는 비
밀이 있으니까 .
해가 넘어가고 곧 어둠이 몰려오려
고 하는 바로 그때 , 만약 아주 , 아주 ,
아주 운이 좋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 어쩌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 그것은 괴
물의 뒤편에서 하늘의 마지막 남은
옅은 색이 사라지려고 하는 바로 그
때 나타날 것이다 . 어디서 나타나는
지는 알지 못한다 . 그것의 출현은 목
소리가 형상을 앞서기 때문이다 . 그
것의 소리는 짧고 , 쇳소리처럼 날카
로우면서도 마치 아이들의 내지르는
소리와도 닮았다 . 그 소리는 점점 커
지다가 갑자기 한순간 조용해진다 .
그리고는 야단법석의 푸더덕거림의
날개짓이 조금씩 리듬을 타기 시작
하고 날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이던
그의 몸이 하늘로 비상한다 . 한 마리
의 꿩이 홀로 외로이 숲에서 날아올
라 ,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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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set leaves behind a
water color washed sky. The
faint yellow and red hues
become fainter by the minute
until at one point they just
disappear. The colors of the
sunset are being replaced by
the colors of the never-ending
line of cars and trucks entering
or leaving Songdo. Most people
are rushing home. Some people
are rushing to work. All have to
be on time. And yet, my time at
that moment starts to turn
around and go against the
grain of the usual “busy wood”. I
patiently wait a little longer.
Time can wait, for I have a
secret.

Photo by Scott Morris

The alarm sounds. It’s 7pm.
Time to end my walk. Class
starts at 8pm. I scurry away.
Away from the birds. Away from
the trucks and cars, and away
from the steel monster and its
message of vivacity, vie, and
victory. It’s 7.30. Class materials
prepared. One last look at the
bridge and it’s time again to
return to knit the sweater of my
usual day.

색과 오렌지빛의 몸통에 푸른 점박
이 목이 마지막 저녁 노을을 장식한
다 . 꿩은 곧 개울의 다른 편으로 모
습을 감춘다 . 나의 비밀 송도 꿩의
출현은 이제 돌아갈 시간임을 알린
다.
알람이 울린다 . 저녁 7 시다 . 산책을
마칠 시간이다 . 수업은 저녁 8 시에
시작한다 . 나는 서둘러 떠나온다 . 새
들로부터 떠나고 , 트럭과 자동차들
로부터 떠나고 , 강철 괴물과 그의 생
기 (vivacity), 삶 (vie), 그리고 승리
(victory) 의 메시지로부터 떠난다 .
7 시 반이다 . 수업 자료는 다 준비되
었다 . 마지막으로 다리를 한 번 더
바라본다 . 이제는 다시 나의 ‘ 일
상 ’ 이란 스웨터를 떠야 할 시간이다 .

Jee Eunjung has been living in Songdo since 2015.
She loves every language in the world. She’s been learning
some of them and also has taught a few of them.
She tries to practice ecology and veganism in life.

지은정은 2015 년부터 송도에 살고 있다 .
그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사랑하며 그 중 몇 개는 배워서 가르치기도 한다 .
생태주의와 비거니즘 / 살림주의를 실천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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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orange body and
spotted green neck lights up
the last of the sunset. It soon
disappears in the bushe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ulet. My
secret Songdo pheasant of the
sunset marks the return of
time. I’m back to my busy
knitting the evening wearing a
complacent smile.

WEST OF KOREA - EAST OF SONGDO
PASTEL SKETCH BY RACHEL STUCKEY

side of Songdo and look across at
Old Songdo. It's interesting to think
that just a short while ago this was
the edge of Korea and Songdo
didn't exist. The colours along here
in the Fall are so vibrant with leaves
changing colour and light
reflections at sunset that I thought I

나는 종종 송도의 동쪽을 따라 걷거
나 조깅을 하며 옛 송도를 바라보곤
한다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이 한국의 가장자리였고 송도는 존
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
단풍드는 나뭇잎과 석양의 빛 반사
로 송도의 가을이 너무 생생해서 그
것들을 포착해보려고 했다 .

would try to capture them.

Songdonian since 2016, Rachel Stuckey is a design professor at SUNY Korea.
2016

년부터 송도에서 산 레이첼 스터키는 SUNY Korea 대학교의 디자인 교수로 재직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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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ften walk or jog along the east

HIGHER, WIDER

윤한민

더 높게,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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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AND WORDS BY YUN HAN MIN

We are often consumed by limited views of our surroundings.
We move around this city occupied with our thoughts and schedules.
Sometimes, or most often, we miss the surroundings.
We forget so easily the little joys that can be found in the grandeur of
the sky. The Songdo sky, unique to its environment thanks to being
close to the sea, offers us sceneries of wonders.
Its beauty cries out for our attention yet we invest so little of our time
to appreciate what lies above our heads. The two photos, each taken
with approximately three and a half months difference in time at the
same location, shows us it's time we look up higher and wider.

The photographer has been living in Songdo since 2012,
first next to Central Park and now moved near Campus Town station.
As an avid photographer, he always looks for new vantage points
and materials that he finds worthy of discovery and shares them
for the world to appreciate.

년부터 송도에 살고 있는 윤한민은 처음에는 센트럴파크 , 지금은 캠퍼스타운
근처에서 살고 있다 . 열정적인 사진작가인 그는 항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장소들과 소재들을 찾아서 발견해내고 , 모두가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세상과 끊임없이 공유한다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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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제한된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보는 데 사로잡히고 만다 .
진부한 생각과 평범한 일상에 사로잡힌 채 이 도시를 바쁘게 돌아다닌다 .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주변의 것들을 놓친다 . 그리고 웅장한 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들 또한 주목하지 못한다 . 송도 하늘은 바다와 가까운 독특한
환경 덕분에 우리에게 경이로운 풍경을 선사해준다 .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감상하는 데 시간을 거의 내지 않는다 .
각각 같은 장소에서 약 3 개월 반의 시간차를 두고 찍은 이 두 장의 사진은
왜 우리가 점점 더 높이 , 그리고 더 넓게 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

송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정민주 J E O N G

MINJU

여유없는 일상을 보내다보면 몰아치는 일거리나 다른 사람의 기대가 우선시 되어 정작
자신을 잃곤 한다 . 이때 잃는 것은 대체로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 -- 솔직함 , 미소 , 공감 , 사
랑 등 보석 같은 것들이다 . 이 보석들을 찾아 다시 주워 붙이는 건 우리가 지구인으로 살
아가는 한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 자신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걷
기였고 ,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게 된 이후로는 이방인이 되게 해주는 여행이었다 . 그러
다 영화 콘택트 (Contact, 1997) 를 본 이후 여행 이상의 것이 있다면 우주로 가는 일일
거라 생각했다 . 외계인이 되는 일 말이다 ! 수억 개의 은하 사이를 오갈 수 있다면 지구 위
에서의 내 고민은 천억분의 1 로 줄어들 거란 사적인 상상을 하며 마음 한 구석에 우주여
행에 대한 꿈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

그러다 송도에 처음 왔을 때 , ‘ 만약 우주기지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 라는 생각을
했다 . 하염없이 걸으며 마주치는 이 도시의 면면은 ‘ 마침내 우주에 도착했구나 !’ 라는 환희
와 착각을 느끼게 만든다 . 곧고 높은 건물과 넓직한 도로도 물론이지만 광활한 하늘과 들
판의 움직임 , 그 사이를 가르며 크게 울리는 바람소리같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송도를 더 우주처럼 느껴지게 한다 .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평지가 있다 . 햇수로 4 년을 오가는 동안 난
이곳에서 매일 조금씩 바뀌는 송도의 자연을 경험했다 . 봄엔 어디서 날아왔는지 샛노란
꽃들이 피고 겨울잠에서 깬 맹꽁이의 합창이 들려온다 . 여름엔 푸른 풀이 높다랗게 자란
다 . 장맛비가 오면 호수가 되었다가 늪이 되었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한다 . 가을이면 빽
빽이 우거진 억새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진다 . 물이 고인 곳에서 청둥오리들이 유유히 떠다
닌다 . 겨울이 되면 동물이나 벌레가 자취를 감추고 우거진 억새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만 들린다 . 눈이 오면 하얀 눈을 뒤집어쓴 억새가 끄덕거리며 쌓인 눈을 털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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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한 번씩 풀들이 모두 잘려 맨땅이 된다 . 그때마다 나는 조금 슬퍼했는데 ,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해묵은 노래처럼 새벽을 들어올리는 해는 떠올랐고 온기가 닿은 맨땅엔 새
풀이 돋았다 .
평지의 사계절을 보며 보낸 시간 동안 나 역시도 기쁨과 성장 , 슬픔과 무력감을 고루 느
꼈다 . 그러다 마음의 혹한기가 길게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 그때 송도에서 마주한 자연
의 꿋꿋함과 히치하이커들이 전해준 따뜻한 온기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
다.
어린왕자가 그러했듯이 어떤 행성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그 행성에서 특별한 생명체를
만나서라고 생각한다 . 난 아직도 이 땅에서 많은 히치하이커와 만나고 헤어지며 사람이
란 우주를 유영하듯 살고 있다 .
영화 콘택트에서 우주에 다녀온 앨리 ( 조디 포스터 ) 는 말한다 . ‘ 저는 봤습니다 . 우주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하찮고 얼마나 드물고도 소중한지요 .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뭔가에
속해 있고 우리 중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 그걸 모두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
어요 .’
이 특별한 행성에 임시 착륙한 히치하이커들에게 자신의 보석 같은 모습을 다시 찾는 여
행이 펼쳐지길 , 그로 인해 가장 편하고 자신다운 모습으로 크게 웃고 크게 울 수 있는 지
구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
이 넓디넓은 우주에선 그래도 괜찮고 , 또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한다 .
-- 송도를 여행 중인 또 다른 히치하이커로부터
정민주는 2018년부터 송도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본인을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직업보다
그 사람의 철학이나 관심사 등으로 소개받는 걸 좋아한다. 늘 자신과 사람을 탐구하는 탐구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희망한다.
Jeong Minju has been working in Songdo since 2018. When she introduces herself,
she prefers to describe her personal beliefs or passions rather than her profession.
She hopes many people can find a way to live the way they chose
and pursue their re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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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MEDY FOR A
MONOTONOUS LIFE:
UNFORGETTABLE SUNSETS
PHOTOS AND WORDS BY ELISHIA KIM

김은서

During one day in October I woke up with the sniffles. The little
crack I opened in my window overnight seemed to have welcomed
an uninvited guest, chilly air. As I was getting up to close the
window, I couldn’t take my eyes off of the beautiful blue sky. When
the cold greets your doorstep it is only natural to welcome it by
baking spiced goods. I decided to bake some delicious cinnamon
twisted bread. The beautiful hazy sky lasted throughout the day
until the evening. The weather felt like the finest conditions for a
beautiful sunset. With only 20 minutes left till sunset, my family and
I piled into the car and hurriedly drove to
(Solchan Park).
is a beautiful park in Songdo that has a dock to admire the
Songdo ocean. I almost forgot how beautiful Songdo could be.

찬공원

솔찬공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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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icky summer months left my spirits in dismay, as the
monotony of the hot summer days left me feeling trapped. When
you feel trapped, the most efficient remedy is a change of scenery.
That, for me, was the seasons. I wondered when autumn would
make its way to me. Don’t get me wrong, I love the smell of the hot
summer nights and the skies covered in pastels, but I really missed
the crisp, cold air of fall. During autumn, the sky becomes so clear,
it feels like you’re staring into the deep blue eyes of your lover.

The sunset that day did not have a need for rose colored glasses,
the sun was like a piece of gold descending from heaven. It’s quite
a bold way to describe a mere sunset, but don’t blame me, blame
the hypnotizing sky. Even if the sunset mesmerized every cell in my
bodyi t couldn’t take away the fact that it was a nose biting, chilly
day. No one in my family was prepared for the unusually chilly
October day. We eventually dragged our shivering bodies back to
the warm car. We listened to Christmas music on the way back
home, and my heart had never felt warmer. Sometimes my heart
feels the warmest when my body is the coldest. The night came to
a close with freshly baked cinnamon bread.

Sogdonian since 2015, Elishia Kim is currently a sophomore at
CMIS Canada. She is the leader of a book club and enjoys sharing
stories about life.
2015

년부터 송도에서 산 김은서는 CMIS Canada 의 2 학년 학생이다 . 그는 북 클
럽의 리더로 활동하며 ,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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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 STATUES
PHOTOS AND WORDS BY LIAM LIHALAKHA

Just across the bridge from our
apartment is Hyeungryunsa Temple.
My family likes to visit the Temple
and hike up to the lookout. Each
season offers a different experience.
On a visit this past spring, I decided
to get up close and observe the
little details that are hidden in plain
sight. Here are three images of the
tiny statues within the Temple's
grounds. Try to spot them next time
you are visiting the temple.

Songdonian for around two years,
Liam is a seven-grader at Chadwick
International. Before he moved to
Songdo, he lived in Saudi Arabia for 6
years, Tunisia for 3 years, and
California for 1 year.

리암 리할라카는 송도에 산 지 약 2 년 되었다 .
채드윅 국제학교 7 학년인 그는 송도에 오기 전
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6 년 , 튀니지에서 3 년 ,
캘리포니아에서 1 년 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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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흥륜사
가 있다 . 우리 가족은 사찰을 방문하고 전망대
까지 하이킹하는 것을 좋아한다 . 각 계절마다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다 .
지난 봄에 방문했을 때 나는 눈에 잘 띄지 않
는 작은 것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로 결심
했다 . 오른쪽 사진들은 사찰 경내의 작은 조각
상들이다 . 다음에 사찰을 방문하게 되면 이것
들을 찾아보길 바란다 .

"BUT
GO

THINGS

WRONG

SOONER
COULD

DID

MUCH

THAN

WE

HAVE

EXPECTED"
Photo by Scott Morris

MY SONGDO STORY
BY CHUMKI GHOSAL

It was a beautiful morning in 2015

But things did go wrong much

when we arrived in Songdo and

sooner than we could have

the weather was just about

expected.

perfect. Summer was giving way to
autumn and wonderful colours

The Unsteady Beginning

hearts were full of hopes and

Within a week of arriving in

dreams as we were looking

Songdo I started feeling very low

forward to starting a new chapter

to the point of having a nervous

of our lives in an “Alien” country. I

breakdown. By the end of the

had read about Sondgo before

second week I had already

arriving in Korea: ‘a city built from

decided that we had to return to

scratch on reclaimed land,’ ‘the

our home country. No amount of

smartest city in Korea’ and ‘an

convincing by anyone - family,

urban development with an eye on

friends, my husband's colleagues -

sustainability.’ What could possibly

could change my mind. I was so

go wrong?

overwhelmed b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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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just beginning to appear. Our

circumstances that I did not

medications. She also told my

realise how quickly I slipped into

husband, “Her condition is not very

acute depression. I started losing

good.” Amidst these circumstances

sleep - I would look at the ceiling

my husband had no choice but to

all night long with thoughts racing

book us on a flight back home.

in my head about how soon I
could go back “home.”

So, within 35 days of arriving in
Songdo, we re-packed our stuff

At this point we met our

and took a flight to return to India,

wonderful Songdo Doc. who would

vowing in my heart never to return.

eventually become our go-to

I must mention here the huge

person for all our medical needs

sense of gratitude I have for my

and also become a very dear

husband and my family members

friend. I remember telling her

who stood by me and supported

“How will I ever book a taxi when I

me during this tough phase of our

need one? All the apps are in

lives.

Korean and the local cab guys
speak only Korean.” She

Winter turns into Spring

immediately jumped in and tried
to show me how to use the Kakao

As “winter always turns into spring”

Taxi app on my phone.

it did so for us too. It took me
about six months to heal, get

Despite our efforts, my depression

better, recover my sensibilities and

started getting worse and though

logical thinking and to pack my

it is supposed to be a mental issue

bags once again to join my

it started making me physically

husband in Songdo.

stood for long - I barely had the

At that time spring was on its way

capacity to cook a meal for my 8

and the cherry trees that endured

year old daughter and my

the bitter cold of winter were

husband. I often had a choking

getting ready to burst into glorious

sensation and couldn't breathe

flowers.

freely. My husband took me to a
psychiatrist and she prescribed a

This time my 74 year old mom

long list of very strong

accompanied me, to help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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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My legs were wobbly when I

settle down without too many

International Schools in Korea. As

hiccups. My mom absolutely loved

they say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Songdo from the word go. She

child” - she had some of the best

would often ask me, “What is it

teach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at you did not like about Songdo

in The Village School working to

at the beginning?” And I agreed

ensure she had a happy and fun

with her this time.

time everyday. In Middle school
there was a shift as she was urged

Creating Happy Memories

to put in more efforts towards
developing her academic abilities.

Now I was able to appreciate

Their continuous efforts did go a

Sondgo for the wonderful things it

long way in shaping the kind,

had to offer - the beautifully

compassionate and responsible

manicured parks, the kind and

child she is growing up to become.

courteous people, the biking
tracks, the canopy umbrellas at

We discovered and enjoyed the

the red-lights to avoid burning in

four seasons of nature through the

the sun and so much more.

beautiful cherry blossoms, spring
azaleas, autumn colours and the

All apartments have their own

winter snowfall. Each season

parks for children to play, lined

brought with it lots of options for

with soft-fall rubber, so that

day-long outings and fun activities.

children wouldn’t hurt themselves
if they fell down.

In the early years, there were very

Songdo being such a safe place,

Songdo. Traffic was scarce and we

we were able to send our daughter

could park anywhere by the side of

to play downstairs without having

the road. However, that changed

to “keep an eye on her.” She would

rapidly and progressively and soon

bike to school and my husband

we had to navigate between

and I would proudly watch her

vehicles of all sizes, taxis, public

from our apartment window.

buses, and buzzing yellow mini

Our daughter also got to attend
one of the most prest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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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cars on the large roads of

buses dropping children to

The Challenges

Hagwons. I remember an incident
when I scratched one of them with

Our experiences in Korea were not

my car. I was very hassled, worried

always hunky-dory though. Dealing

and upset when it happened. To

with situations where we needed

my surprise, a very polite driver

to communicate in Korean were

came out of the bus. He spoke to

challenging despite the translation

me reassuringly and we were able

apps on our phones. Shopping for

to settle the matter amicably - no

grocery products that we used was

scream, no shouting. This attitude

challenging, especially before

of being calm and polite is one of

learning to use Coupang.

the wonderful things which
Songdo taught me and I have

Over the years though, life in Korea

made a conscious decision to live

has become increasingly easier for

this attitude every day of my life,

foreigners. While living in Songdo,

no matter where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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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aw many more people arrive. Some
took to Songdo like fish to water, others
found it more challenging to settle
down. When I met such people I would
share my experience and encourage
them by saying that if I made my way
through in Songdo, then so could they!
Leaving Korea

Chumki Ghosal lived in Songdo
from 2015 to 2021. She studied

And as all fairy tales come to an end, so
did ours. After living in Songdo for 6
years it was time to leave on a new
journey, for a new country offering new
challenges and adventures. Though I
was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with
hope and excitement, I was sad to leave
that my heart felt heavy thinking of all
the things I would miss about Songdo -Besides my friends, I miss the beautifully
manicured parks, the charm of the
seasons, the awesome barbecues - the

and worked as a Nutritionist for
15 years, after completing a
double master’s degree in Food
and Nutrition (Gold Medallist)
and Applied Nutrition. She is now
working 24x7x365 as a
homemaker.

춤키고잘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송도에 살았다. 그는 식품영양학(금메달
리스트)과 응용영양학 두 개의 석사학위
를 받았다. 그리고 15년 동안 영양학자로
공부하며 일했다. 그는 이제 1년 365일
주부로 일하고 있다.

list is endless.
I am grateful that Songdo happened to
us and helped us create so many
wonderful “Chingoos” and beautiful

Link to Googl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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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DRAWING BY LEE TAEYUN

이태윤

나는 아빠랑 솔찬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느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늘 위에는 갈매기가 있고, 따뜻한 태
양이 있었다. 거리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초록
잎이 있는 나무들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빠랑 자전
거를 타니 재미있고 즐거웠다. 다음 번엔 가족과 자전거를 타고 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낼거다.

이태윤은 2018 년 1 월부터 송도에 살고 있으며 , 현재 송일초등학교
2 학년이다 . 친구들과 축구하기 , 책 읽기 ,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
Lee Taeyun has been living in Songdo since January
2018 and is currently in the second grade of Songil
Elementary School. He likes to play soccer with his
friends, read books and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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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CE TO LEARN OTHER LANGUAGES
YOU SUHYEON

유수현

송도는 국제도시이다 . 송도 사람들은 거리를 지나가는 외국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곳에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었다 . 우연한 계기로 일본 친구를 소개받아 지금까지도
일대일 언어교환을 하고 있다 . 우선 , 집에서 가까운 산책로 , 인천대학교 곳곳을 산
책하며 언어를 배우려 했다 . 봄날의 따스한 햇빛을 쬐며 예쁜 꽃들을 보고 , 함께 걷
고 , 눈에 보이는 건물들 , 사물들을 일본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자꾸 물었다 . 인
천대학교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며 일본 친구가 “ 와타리마쇼 ” 라고 말했던 장면 ,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함께 거닐며 배웠던 송도 곳곳의 길들이 내 일본어 실력 향
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
2 년 전 여름 , 비가 온 다음날 , 일본인 친구 , 나 , 그리고 내 아들 태윤이와 산책을 한
적이 있다 . 태윤이가 땅에 고여 있던 물을 킥보드 바퀴에 묻혀 농구장 바닥에 빙글
빙글 돌면서 바닥에 그림을 그렸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 그리고 일본 친구는
그 ‘ 빙글빙글 ’ 이라는 단어에 매우 흥미를 보였다 . 단순히 나는 일본 친구와 언어교
환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바탕에는 송도라는 장소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았다 .

유수현은 2018 년 1 월부터 송도에 살고 있으며 ,
일본 친구와 일대일 언어교환을 하고 있다 .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 교환에 관심이 있다 .
You Suhyeon has been living in Songdo since January 2018 and has
been doing language exchange with her Japanese friend one-on-one.
She is interested in building connections between people around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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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DO

THE STORY
AND THE HISTORY
OF A DREAM!
BY SOLEIMAN DIAS

I was told that the original
plan was to develop a new
gigantic residential town and
in 2001 Incheon City signed an
MOU with the US real estate
developer Gale International.
One must be truly visionary to
see a whole new city being
built from scratch, particularly
where there’s no land, but
only water and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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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right after I arrived in
Korea more than two decades
ago that I heard of a
revolutionary new project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had started in 2001. Although
the idea was officially
launched in 1979 and the
detailed urban plan was
drawn up in 1986 under the
name of Songdo
Informatization New Town,
the actual reclamation work
only began in 1994.

Then came the announcement of the construction of Korea’s first
free economic zone (FEZ) to improve the business and living
environment of the city and to attract foreign-investments firms.
This new city, officially called Songdo International New City (in
contrast with Songdo, graciously now called Old Songdo by foreign
residents) was part of that major FEZ project. The government knew
there was not enough land for a new town, so reclamation was the
only option and they decided to add two more cities: Yongjong and
Cheongna. The very first major company that joined the project was
the U.S-based Celltrion that had signed the Songdo Bio Complex
Creation Contract with Incheon City, and in 2003 Songdo was finally
designated as Incheon Free Economic Zone.
But there was no land yet to visit, the city didn’t exist then. Instead,
there was an office in Seoul with the architects and engineers
planning those incredible new cities. Everything impressed me right
away, but what caught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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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in 2000) announced the concept of the Northeast Asia
Business Hub Development Plan in his annual speech in 2002 and
soon after a buzz started around the country regarding a future new
city to be built not too far from the future new airport. At that time
the only international airport was at Gimpo.

attention was a conversation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chool of the future,” which was being built in what is technically
called the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IBD) of the IFEZ. He
talked to me about “the most ambitious privately financed project
in history taking shape in the Yellow Sea” and how they wanted to
open an institution that would “enable all learners to use multiple
intelligences in solving complex challenges to serve the world.” That
was also my goal as an educator and I could see that wish being
fulfilled in that new institution.
I remember looking at a giant picture of that new land divided into
8 sections for reclamation (later expanded to a few more). I also
heard about the Free Economic Zone being the first in Korea with
its targeted population of about 5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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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phase that had started in 2003 was completed in 2009. The
IFEZ administration (or the “city hall” of Songdo) was located by the
current Technopark Station, right across from the current
HomePlus. I had coffee with other people, went through an
interview that lasted hours, and was later hired to join the inaugural
team that was planning the first international school within the
IFEZ. One really needed to have the pioneer spirit to jump into an
adventure that had yet to start writing its own history.

And so, after 12 years in the making and having spent approximately
35 billion USD, the city was ready to welcome its first citizens. For
some, it was hard to imagine this area that was just
underdeveloped mud flats 15 years ago was actually ready to
become a livabl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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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unique characteristics had been added to Songdo since its
conception: the first smart city project in Korea, a green city with
sustainability in mind and, above all, an international city. 32-40%
of Songdo was planned to be maintained as green space to meet
the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ccreditation, which was given to the city officials after following
strict standards for neighborhood developments. It was the first
LEED project in Korea and the largest outside North America. LEEDS
is managed by the U.S. Green Council, and it is the most prestigious
environmental certification. I remember meeting some of the
Council employees who lived in Songdo to make sure the project
was following the strict guidelines such as significant reduction in
carbon footprint, efficient use of wastewater, use of local and
sustainable materials, improvement in overall energy efficiency
including heating and cooling systems and an impressive effective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and waste streams.

After being hired to join the international school launching team
we were allowed to move into the city but, as there were no
apartments to live in, we had to stay at the Best Western Hotel (now
called Orakai), the only hotel back then. After a few months Canal
Walk was finished and we moved over there and, in 2010, the Well
County apartment complex was completed and we were among the
first residents to move that way.

As education is always in the center of all governmental policies
and programs, the school was built in the heart of Songdo, the main
area of its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IBD). We were told that
they were planning to add office and commercial development
including a building to which the city would attr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idential housing, retail space, including a mall,
hospital (still yet to be built), and clinics, public and private schools,
a major Convention Center, hotels, parks (including Central Park), a
golf course (later announced to be designed by Jack Nicklau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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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utiful campus of the new school was almost completed in
2009 and the initial name given was Songdo International School.
The Ministry of Education wanted the city to find an already
reputable institution that would manage the project. After a wide
search they initiated negotiations with Chadwick School in
California to operate the new school. The school was finally opened
on September 10, 2010 under the name Chadwick International.

Besides IBD, I remember seeing other projects within Songdo in a
giant maquette: a knowledge information industry district, along
with a bio-Industry cluster, Incheon New Port, Songdo Landmark
City and Incheon Tower with 151 floors, a future global university
campus, etc. To attract people to visit this new development, the
local authorities brought a circus from Canada to Songdo and it
performed for 90 consecutive days. Also the subway system was
fully functioning.
And the dream continues, every day. There are many other images
of this dream that need to be added, but the colorful depiction of
that portrait is already real. It is a work in progress, a dream that
never ceases to impress, more beautiful and reachable every day.

Link to Google Translation

Dr. Soleiman Dias knew about Songdo when it was only mudflat
in the early 2000s and heard about the Songdo Project while
living in Seoul. As an educator, he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announcement and planning of the new international school
to be built in the "city of the future" and moved to Songdo in
2009, when the school was completed. The title of his article is
"The Story - and History - of a Dream." It is indeed about the dream
he had of a new place in Korea where people could live in
harmony and peace. That dream became reality and "it repeats
itself every day"... He hopes "the city I saw being built from scratch
keeps growing and fulfilling its mission of sustainability,
internationalization, and prosperity."

솔레먼 디아즈 박사는 2000 년 초 송도가 갯벌이었을 때부터 송도에 대
해 알았고 서울에 살고 있을 때 , 송도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 . 교육자로서
그는 “ 미래의 도시 ” 에 지어질 새로운 국제학교에 대한 계획과 발표에 특
별히 관심이 있었고 2009 년 학교가 완공되었을 때 송도로 이사왔다 . 그
의 글의 제목은 “ 꿈의 이야기 - 그리고 역사 ” 이다 . 이것은 사람들이 조화롭
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장소에 대한 그의 꿈에 관한 이야
기이다 . 그 꿈은 현실이 되었고 그에 의하면 “ 매일 반복된다 ”. 그는 “ 내가
처음부터 건설되는 것을 본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 지속가능성 , 국제
화 , 번영이라는 사명을 다하기를 " 바란다 .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다음과 같다 . “ 우리 모두는 꿈을 꾸어야 하지만 , 무
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꿈을 꾸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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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hould all dream, but dream big to achieve something," that's
his motto in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