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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고속철도 개통 후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도시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고속철도의 수혜범
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에게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고속철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
가 균형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통연구
원은 고속철도 건설과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 중국 전문가를 초대하여 각
국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금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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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명동역 5번 출구: 도보 5분 소요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 도보 6분 소요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도보 10분 소요

버 스

•롯데영프라자(02-142) 도보 3분 소요
간선[B] 1
 00, 103, 105, 143, 151, 152, 162, 173, 201, 202, 261, 262,
400, 401, 406, 500, 504, 701, 704, N15, N30
지선[A] 7017, 7021, 7022
•신세계앞(02-144) 도보 3분 소요
간선[B] 1
 43, 406, 705
지선[A] 7017, 7021, 7022
•해운센터, 롯데영프라자(02-141) 도보 5분 소요
간선[B] 1
 62, 173, 201, 506, N30
광역[R] 6701, 9301 광주
•퇴계로2가 명동역(02-150) 도보 5분 소요
간선[B] 1
 04, 105, 421, 463, 507, 604, N16
지선[G] 7011

승용차

•을지로입구 방면: 남산3호터널 진입전 유턴 > 한국은행앞사거리에서 우회전
> 포스트타워 좌측 주차장 입구 진입
•숭례문 방면: 한국은행앞사거리 직진 방향 가장 우측차선을 이용 >
포스트타워 좌측 주차장 입구 진입
•남산3호터널 방면: 한국은행앞사거리에서 우회전 > 포스트타워 좌측 주차장
입구 진입
•회현역 방면: 회현사거리에서 우회전 > 남산3호터널 진입전 유턴 >
한국은행앞사거리에서 우회전 > 포스트타워 좌측 주차장 입구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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