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서울 도심부 공간 변화와 북창동
-계획과 실재의 차이에 관한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황  민  진



공학석사 학위논문

서울 도심부 공간 변화와 북창동
-계획과 실재의 차이에 관한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황  민  진





- i -

국 문 초 록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와 북창동
-계획과 실재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황 민 진
지도교수  김 승 회

  북창동 지역은 매우 특이하다. 
  간선가로를 따라서는 고층 건물이 다닥다닥 줄지어 서있으며, 저층부에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 점유하고 그 위로는 
이름 모를 업무시설이 입지한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한국은행 건물
이 한 공간을 차지하며, 그 위로는 대규모 공터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그러나 북창동 지역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저층의 건물들이 조
밀하게 모여 있으며. 그 사이를 좁은 가로가 가로지른다. 어떤 가로를 따
라서는 오래된 듯한 식음료 상업, 소규모 숙박업소와 함께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어 밤낮으로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다. 한국은행 건물을 옆에 두고 
이어지는 어떤 가로는 작은 업무시설들이 줄지어 있고 한적하다. 어떤 가
로를 거닐 다보면 정체 모를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도 있으며, 또 다른 곳
에는 2층짜리 한옥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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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북창동 지역은 서로 다른 다양한 특성을 지닌 요소들이 한데 모
여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북창동 도시 공간은 198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
지 크게 변하지 않고 머무르고 있었다. 주변 지역의 대부분이 재개발로 인
해 고층 건물과 넓은 가로는 바뀌었고, 현재도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시기 북창동 지역 관련 도시 계획이 이 지
역이 가지는 물리적 환경, 이를 점유하는 특정 용도의 속성으로 인해 변화
를 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북창동 지역에 이전에는 없던 성격의 건물
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 북창동에 존재하던 건물과는 전혀 다
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건물 속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대형 
버스에서 내려 줄지어 건물 속을 걸어 들어간다.  
  이에 최근 북창동 지역 관련 도시 계획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그 내
용이 변하였다. 북창동 지역 전체에 대해 변화의 방향과 닮은 도시 계획을 
만들어냈다. 또한 계획이 바뀐 후, 북창동 도시 공간은 30년 이상 크게 변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연 북창동 지역의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라 변한 도시 계획은 현 시
점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창동 지역과 관련하여 서울 도심부 공간 변화의 특성
을 분석한다. 또한 북창동 지역의 특성과 도시 계획을 분석한다. 이를 통
해, 북창동 지역의 전망과 그 특성에 맞는 도시 계획의 방향을 무엇일지 
판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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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 도심부 공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공간과 각기 다른 변
화한 공간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 도심부 공간은 조선시대 
한양의 구조와 형태인 소규모 필지와 대규모 필지의 조합과 단층 건축물, 
격자형의 대로와 좁고 굽은 가로의 조합에서 점차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
온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시기, 일제강점기, 전후복구시기 그리고 현재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변화의 특성은 각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한 변화의 특성은 각 시기의 도시 계획과 연관된다.

  대한제국시기는 “치도규칙”(1882)과 연관되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정비
가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 한양의 공간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
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기존 한양의 공간적 특성이 변하기 시
작한다. 
  일제강점기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시구개정훈령”(1912)에 의한 “시구
개정사업”(1913-1931)에 의해 가로, 필지, 건축물의 특성이 변하였다. 새
로운 간선가로의 형성으로 서울 도심부 공간의 구조가 변하였다. 이외의 
가로 또한 기존 가로는 환경 개선의 취지로 확폭되며, 새로 형성되는 가로
는 직선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필지의 경우, 기존 대규모 필지는 기존 
소규모 필지의 규모와 유사하게 정형적인 형태로 분할되어 사용되었다. 소
규모 필지는 대부분 유지되었다. 건축물의 경우, 단층의 한옥이 대부분이
었던 기존 서울 도심부 공간은 2-5층 규모의 근대건축물이 지어졌다. 
  해방 후, 전후복구시기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제 1·2 중앙토지구획정리
사업”(1952-1953)에 의해 전쟁 피해지역 중심으로 가로, 필지, 건축물의 
특성이 변하였다. 가로의 경우, 간선가로는 그 수가 증가하고 폭도 일제강
점기보다 더 커졌다. 이외의 가로는 기존 좁고 굽은 형의 가로를 직선화하
며, 폭도 확장하였다. 또한 직선화된 가로는 十형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필지 또한 부정형의 필지가 사각형 형태로 정형화되며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건축물을 5-9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     
  1970년대부터, 서울 도심부 공간은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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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전 지역이 재개발 대상지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 도심부 
공간은 가로, 필지, 건축물의 특성이 크게 변하였다. 가로와 필지의 경우, 
기존의 성격을 재편성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가로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
역에 대해 직선화와 十형, 확폭이 이루어졌다. 필지의 경우, 필지의 재편
성을 통해 정형화된 필지로 대규모 합필이 이루어졌다. 건축물 또한 바닥
면적의 규모가 현저히 커지며, 높이도 20층 이상인 건물들이 지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한 서울 도심부 공간의 도시 문제와 기존 서
울 도심부 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이 결합되어 이전의 재개
발에 대한 고찰이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도시 설계와 상세 계
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면서 도시 설계의 형식이 크게 변하기 시작
하였다. 이 시기는 서울 도심부 공간 내 각각의 도시 공간에 설정된 지구
단위계획의 목적 및 방향, 상세 내용이 계획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서울 도심부 공간은 각 시기별 변화의 특성에 따라 지금의 모습으로 변
하였다. 특히,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울 도심부 공간은 전체의 
50%이상이 변하였다. 변화의 정도를 지역으로 살펴보면 명동 동측에서 안
국역까지 이어지는 간선도로인 삼일 대로를 기준 서측은 상당 부분 재개
발로 인해 변하였다. 특히 세종대로를 기준으로 서측의 경우는 90% 가까
이 변하였다. 또한 동대문 DDP 주변 도시 공간 또한 거의 대부분이 변하
였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부 공간에 여전히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 
변하지 않고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점유하는 도시 공간이 있다. 이는 도
심부 제조업과 생산 활동 점유하는 청계천 주변과 동대문 주변과 역사 자
원 주변 지역인 종묘 주변, 그리고 북창동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중 북창동 지역의 경우, 도심부 제조업 관련 지역도 아니며, 역자 자
원 주변 지역과 같은 성격도 아니다. 또한 주변 도시 공간의 대부분이 재
개발로 인해 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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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와 유사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가로와 블록은 일제강점기의 변화
한 특성과 전후복구시기의 변화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는 좁고 굽
은 형의 가로와 직선화 및 十형의 가로의 공존이다. 필지의 경우 또한 비
슷한 규모의 부정형 필지와 정형적 필지가 공존하며, 이는 각각 북창동 도
시 공간 내부와 직선화 및 十형의 가로 주변부로 나타난다. 건축물의 경우 
또한 주로 5층 규모의 건물들이 점유하며 간선가로를 따라서는 10층 이상
의 건물들이 입지한다. 또한 2층 한옥과 근대 붉은 벽돌 창고도 존재한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용도는 조선시대부터 당시까지 분포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성격은 지속되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흥 관
련 용도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북창동 도시 공간은 1980년대 이후 2010년 초반까
지 북창동 도시 공간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
후 새로운 성격의 필지와 건축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도시 계획은 1980년대부터 계획되었다. 그중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 그에 따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
획”(1985)과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북창동 도시 공간이 큰 
변화가 없던 시기에 계획되었다. 그러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은 북창동 도시 공간이 변하기 시작한 이후의 시점에 계획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계획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당시의 
북창동 도시 공간을 재개발을 통해 바꾸려하였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
의 물리적 환경을 재편성하는 방식이었다. 재편성된 물리적 환경에 주변 
도시 공간을 보조해 주는 기능인 기존 용도를 입지시키려 하였다. 이와 더
불어 그러한 특성을 강화하는 유사한 용도를 입지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도시 계획은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이 수립되는 2005년 이전까
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실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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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2000년대 초반에 계획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북창동 도
시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재편성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 합
필과 그에 따른 기존 물리적 현황보다 규모가 더 큰 건물이 점유하는 물
리적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기존 용도를 북창
동 도시 공간 내부에 입지시키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용도
인 관광 관련 용도를 북창동 도시 공간 전반에 입지하도록 계획하였다. 특
히, 북창동 도시 공간의 대표적인 용도인 위락시설은 오히려 불허용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도시 계획은 2010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2010년 초반에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북창 제1종 지구단
위계획”(2014)으로 재정비되었다. 이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기존 물리적 현황을 중·소규모 합필을 통해 변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다. 이때, 필지 규모를 이전 계획들과 같이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진 
않았다. 그러나 건물의 층수는 이전 계획들과 유사하게 고층으로 바꾸려 
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기존 입지 용도를 거의 배제하고 관광 숙박 
시실을 입지시키려고 계획하였다. 이는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 일부 지역
에서 변하고 있던 방향과 유사하다.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문제가 있
다.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기능적 접근을 통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계획에서 그리는 물리적 환경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기능적 역할과 단절된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에 입지하는 주체의 경제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었다. 
이에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의 경우, 도심부의 특성을 해석하는 방
법에서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과 달랐다. 이는 이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북
창동 도시 공간에 입지하는 용도의 특성으로만 접근했다. 또한 당시 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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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용도 중 유흥업소의 대처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
러한 이유들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또한 실현되기 어려웠다
고 판단된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경우, 당시 변화하는 방향과 특성에 
맞춰 계획이 변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던 도시 계획의 특성
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유로 단순히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었
다. 이에 이 시기의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의 방향과 내용과도 맞지 않은 
도시 계획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조밀한 물리적 환경 안에서 기능적으로 주변 도시 공간의 배후의 역할
을 하며, 일부 근대건축 유산과 조선시대부터 존재하는 옛 길들이 남아있
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은 물리적 환경, 이를 점유하는 용도의 특성 
그리고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를 중점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을 단
정하거나, 도시 계획의 목적 및 내용을 계획한다면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이 
나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 계획이 실현되더라고 현재 북창동 도
시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창동 도시 공간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방향을 그대
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현재 북창동 도시 공간 자체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맞는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북창, 북창동, 서울 도심부, 재개발, 도시 계획, 지구단위계획,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변화
학학번: 2014-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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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서울 도심부 지역 관련 도시계획은 서울 도심부 도시 계  
  획으로 사용한다. 북창동 지역 관련 도시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 도시 계획으로 사용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부터 2010년대의 문헌자료, 도시 계획, 단행본 등의 어휘 및 어  
  법은 현재 사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으나, 이를 현재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려 하였다.  
  특히, 주소 명의 경우는 각 시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한문  
  의 경우는 한글로 변화하여 사용하였다.    
* 단행본 제목의 표기는 『』, 논문 제목의 표기는 「」, 도시 계획 제목의 표기는 “ ”으로 사  
  용하였다. 항공사진의 경우, (출처: )와 같이 사용하였다. 또한, 도시 계획은 실제 저자는  
  시행업체이나 서울특별시로 통일해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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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연구의 구성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모든 도시 공간과 도시 계획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는 
그 도시 공간이 특정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존
재해 복잡한 특성을 지닐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대표적
인 공간이 바로 서울 도심부 지역이다.    
  이러한 서울 도심부 지역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원 도시인 ‘한양’의 
특성에서 지금의 모습과 같이 변해왔다. 특히, 서울 도심부 지역은 재개발
과 그와 유사한 방식의 개발로 인해 기존의 특성에서 크게 변하였다. 서울 
도심부 지역 중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에서 설정한 공간 범위
에 대해서는 재개발과 이와 유사한 방식의 개발이 여러 차원에서 전격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해당 공간은 여타의 서울 도심부 지역보다 더욱 빨
리 그리고 많이 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복잡하지만 변화를 실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중 하나는 도시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부 지역에는 여전히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해 변하지 않은 도시 공간들이 존재한다. 그중 그 성격이 가장 
특이한 지역 중 하나는 북창동 지역이다. 



- 2 -

  북창동 지역은 간선가로를 따라서는 저층부에 일반 상업 시설이, 중층부 
이상에는 업무시설이 점유하는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서로 인접하여 
입지한다. 또한 한국은행 부지가 큰 면적은 점유하며 입지하고, 소공동특
별계획구역은 나대지와 주차장으로 비어있다. 그러나 북창동 지역 내부의 
도시 공간은 전혀 다른 물리적 환경과 용도가 점유하고 있다. 5층 이하의 
소규모 건물들이 서로 인접하여 입지하며, 좁은 가로가 형성되어 있다. 이
러한 물리적 환경을 오래된 식음료 상업, 유흥업소, 일부 소규모 업무시설
이 점유한다. 또한 역사 자원인 근대 붉은 벽돌 창고와 2층 한옥도 존재
한다.  
  이러한 특성의 조합으로 인해 북창동 지역은 주변 도시 지역의 배후 역
할을 하는 도시 공간이었다.

  이러한 북창동 지역은 198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 크게 변하지 않
고 유지되었다. 주변 지역의 도시 공간이 대부분 재개발로 인해 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 공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요소 중 하나인 도시 계획은 북창
동 지역을 기존의 환경에서 계속 바꾸려 하였다. 이 시기의 북창동 지역 
관련 도시 계획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이 북창동 지역이 지
닌 물리적 특성을 재개발로 주변 도시 공간과 유사하게 바꾸려고 하였다. 
또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북창동 지역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을 대규모 합필 개발을 통해 바꾸려 하였다. 이는 당시 서울 도심부 
지역의 도시 계획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5)에서 북
창동 지역을 특성을 보존해야하는 지역으로 설정한 것과 다른 방향이었다. 
또한 이 계획은 북창동 지역이 지닌 용도의 특성 또한 관광 관련 용도로 
바꾸려하였다. 특히, 용도계획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북창동 지역
에 입지하는 부정적 속성인 유흥업소를 없애고자 계획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북창동 지역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북창동 도시 공간을 바꾸
려는 도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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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10년 초반 이후, 북창동 지역은 기존에 없는 성격의 건물이 
점적으로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 북창동에 입지하던 건물보다 바닥
면적의 규모가 크며, 층수가 높으며, 건물의 용도는 호텔이었다. 
  최근 북창동 지역 관련 도시 계획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그 내용이 
변하였다. 북창동 지역 전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라는 명목 하에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관광숙박시설
이 입지할 수 있게끔 획지의 규모, 건축물 계획, 용도 계획을 설정하는 것
이었다. 이는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과 연관되는 서울 도심부 
지역 도시 계획인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과 수립 시기가 유사한 
“역사도심 발전계획”(2015)에서 북창동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여 해당 지역
의 활성화를 목적하였던 것과 단절되어있다.
  그러나 이전의 북창동 지역 관련 도시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과 달
리,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수립된 이후, 일부에서 변화가 시작
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현재 북창동 도시 공간이 가진 특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1.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목표하고 있다. 
  서울 도심부 지역의 변화의 양상을 서울 도심부 지역 도시 계획과 연관
하여 분석하며, 그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서울 도심부 지역 중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은 공간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북창동 지역에 대해 변화의 관점에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북창동 도시 공
간의 특이성을 고찰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다.
  또한 북창동 지역 관련 도시 계획의 특성과 각 도시 계획이 해당 시기
에 만들고자하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특성을 각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시기의 현황과 서울 도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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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련 도시 계획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창동 지역 관련 
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두 목적을 기반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의 앞으로의 
방향과 이에 맞는 도시 계획이 어떤 것일지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도시 계획의 일반적인 문제점의 일부를 파악하는 것 또한 본 연구 
목적 중 하나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서울 도심부 지역과 북창동 지역에 대한 
자료가 존재했던 17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중점적인 시간적 
범위는 대한제국시기부터 현재까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
한제국시기부터 서울 도심부 지역에 도시 계획인 “치도규칙”(1882)이 존재
하였다. 이는 북창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당 시기부터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지적자료가 존재한다. 북창동 지역의 경우, 해당 공간에 대
한 구체적인 도시 계획이 수립된 1980년대부터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북창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부 지역과 함께 연구
를 진행한다. 이때, 연구의 통일성을 위해 각각의 지역에 대해 공간적 범
위를 설정한다. 이때, 북창동 지역과 서울 도심부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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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_1_1 서울 도심부 공간의 범위>        <그림_1_2 북창동 도시 공간의 범위>

  1) 서울 도심부 지역의 공간적 범위: 서울 도심부 공간

  서울 도심부 지역의 범위는 역사적, 경제적 차원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서울 도심부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며, 이를 ‘서울 도심부 공간’이라 서술한다.
  서울 도심부 공간의 범위는 <그림_1>과 같다.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을 시작으로 지금
까지의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에서 해당 범위를 서울 도심부 지역으로 설
정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계획을 진행하였다. 둘째, 해당 범위는 북촌
과 서촌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한양’의 공간 범위와 유사하다. 이
는 새롭게 조성된 도시 공간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간적 범위이
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에서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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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창동 지역의 공간적 범위: 북창동 도시 공간 

  북창동 지역의 범우 또한 역사적, 행정적 차원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북창동 지역의 공
간적 범위를 설정하며, 이를 ‘북창동 도시 공간’이라 서술한다.
  북창동 도시 공간의 범위는 <그림_2>과 같다.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범위는 북창동 지역의 현재 도시 계획인 지구단
위계획의 범위와 같다. 또한 여러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에서도 북창동 지
역을 해당 범위로 설정한다. 둘째, 행정상의 북창동은 북창동 지역의 특성
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작은 범위이다. 

  분석 대상 도시 계획

  본 연구에서는 서울 도심부 도시 공간과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
을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부 도시 공간과 북창동 도시 공간에 수
립된 도시 계획의 전반을 분석한다. 그 중 북창동 도시 공간 관련 도시 계
획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도시계획 년도
도심 새서울 백지계획 1966
도심 서울도시기본계획 1966
도심 서울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1978
북창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 1984
북창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안 1985
도심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2004
북창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05
도심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2007
북창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14
도심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5

  <표_1_1 북창동 도시 공간 관련 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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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와 비 물리적 요소와 도시 
계획에 대해 분석한다. 물리적 요소는 가로, 필지, 건축물에 해당하며, 비 
물리적 요소는 용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와 비 물리적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계획을 분석한다. 
이때, 서울 도심부 공간은 도시 계획과 물리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다. 북창동 도시 공간의 경우는 도시 계획과 물리적 요소, 비 물리적 요소
를 모두 분석한다.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1) 물리적 요소: 가로·필지·건축물 

  물리적 요소의 경우, 시기별로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대한제국시기와 일제강점기, 전부복구 시기 중 1970년대 이전의 경우, 
연구 대상지의 실제 모습을 기록한 자료가 거의 없다. 이에 가로와 필지는 
각 시기의 지적원도와 지도 자료,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건축물
의 경우는 일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원도 및 지도 상의 필지의 크
기와 당시 상황을 서술한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의 경우, 연구 대상지의 실제 모습을 기록한 자
료가 존재한다. 이에 지적 원도와 도시 계획 내 현황 조사 자료를 기반으
로 일반 사진, 항공사진, 문헌 자료를 참조하여 가로, 필지, 건축물을 분석
한다.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자료 또한 일부 분석의 자료로 참조한
다.1)     
  2000년대 이후의 경우, 연구자의 현장 답사를 기반으로 지적 원도, 도
시 계획 내 현황 조사 자료, 문헌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한다.  

1)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경우, 1990년대에 작성되어 그 이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보
가 부정확하게 입력된 경우가 일부 존재하였다. 



- 8 -

  2) 비 물리적 요소: 용도

  비 물리적 요소의 경우, 시기별로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대한제국시기부터 2000년대의 경우, 문헌 자료와 도시 계획 내의 현황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의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있어 이를 참조하였다. 
  2000년대 이후는 연구자의 현장 답사를 기반으로 도시 계획 내 현황 조
사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한다.
  
  3) 도시 계획

  도시 계획의 경우는 시기별로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1980년대 이전의 경우, 문헌상의 계획 내용의 일부를 기반으로 분석한
다. 1980년대부터는 실제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또한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도시 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의 배경과 
목적, 그에 따른 방향 설정과 그 안에서의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 
및 판단, 계획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창동 도시 공간에 관련 도시 
계획의 경우,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토지이용계획, 용도계획, 건폐율·용적
률·높이 계획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 9 -

1.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서울 도심부 공간과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해 분석한다. 이때, 각 공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으로 진행된다.
 
  1) 서울 도심부 공간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연구는 해당 범위에 대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1) 서울 도심부 공간의 범위에 대해 해당 공간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
한다. 이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설정한 대한제국시기부터 현재까지 도
시 공간의 물리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대한제국시기, 일제
강점기, 전후복구시기, 현재까지 각 시기를 해당시기 도시 계획과 연관하
여 변화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후, 분석한 특성을 기반으로 서울 도심부 
공간 중 변화한 도시 공간과 변하지 않은 도시 공간의 현황을 파악한다. 
  1-2)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 특성 및 현황을 기반으로 변하지 않은 
서울 도심부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와 
도시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1-3) 이를 바탕으로 서울 도심부 공간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이 가지는 
특이성을 파악한다. 

  2) 북창동 도시 공간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형성과 특성을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의 각 시기별 현황과 도시 계획을 분석한
다. 이를 통해, 북창동 도시 공간에 설정된 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1)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형성과 그 특성을 분석한다. 이는 서울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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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설정
한 대한제국시기부터 현재까지 도시 공간의 물리적 요소와 비 물리적 요
소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을 파악한
다. 
  2-2) 분석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당 공간에 설정된 
도시 계획을 계획이 수립된 각 시기별 현황과 연관하여 분석한다. 이때의 
현황은 물리적 요소와 비 물리적 요소이다. 이와 연관되어 북창동 도시 공
간의 도시 계획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해당 시기의 북창동 도시 공
간 관련 도시 계획과 연관 있는 서울 도심부 계획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창동 도시 계획 각각의 특성을 파악한다. 
  2-3) 각 시기별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의 특성과 현황을 바탕으
로 북창동 도시 공간에 설정된 도시 계획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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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1_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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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 양상                               
                                           2.1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와 현황
                                           2.2 변하지 않은 서울 도심부 공간의 특성
                                           2.3 북창동 지역의 특이성

2.1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와 현황

  2.1.1 20세기 이후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

  조선시대 ‘한양’과 현재 서울 도심부 공간의 성격은 다르다. 한양은 대
다수의 건물이 단층이었다. 필지는 양반들이 점유하거나 관청이 입지하는 
대규모 필지와 양인 이하의 사람들이 점유하거나 지원 시설이 입지하는 
소규모 필지로 양분되어있었다. 이러한 필지들의 형태는 부정형이었다. 대
로는 서대문과 동대문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가로를 중심으로 각 궁궐과 
연결되는 남북방향의 가로가 형성되어있었다.2) 대표적인 대로를 제외한 
나머지 가로는 건물들이 만들어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좁고 굽은 
형태의 길이었다. 이러한 한양의 공간은 대한제국시기,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후 전후복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도시 계획과 함께 
변하였다.
  대한제국시기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정비’를 통해 변하였다. 조선시대

2) 동서방향의 가로는 서대문과 동대문을 연결하는 종로이다. 남북방향의 가로는 경복궁과 
종로를 연결하는 육조거리, 창덕궁과 종로를 연결하는 돈화문로이다. 여기에 종로와 남
대문을 있는 가로가 남대문로이다. 이 가로들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대로였으며, 직선
적이고 격자형의 가로라 할 수 있다.

   이은애, 「일제강점기 도시 정책과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설계학회 제14권 제2호, 2013,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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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서울 도심부 공간의 큰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가로의 정비
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옥균의 “치도규칙”(1882)에 의해 가로경관 
및 위생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치도규칙의 목표는 도성 내 가로 정비 
및 가가금지를 통해 가로의 폭을 제한하고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었
다. 종로 지역과 남대문 지역의 가로를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한 것이 대표
적인 예이다.3) 즉, 대한제국시기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당시 도시 계획인 
“치도규칙”을 통해 가로를 중심으로 폭이 확장되고 정비되었다.

<그림_2_1 종로 치도 전·후>4)

  서울 도심부 공간의 구조와 형태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특히 “시구개정훈령”(1912)에 의한 “시구개정사업”(1913- 
1931)과 “조선시가지계획령”(1934)을 통해 서울 도심부 공간은 크게 변하
였다.5) 대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서방향의 대로의 경우, 
서대문과 동대문을 연결하는 종로는 중요도가 높아져 확폭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종묘와 창덕궁을 가로지르는 율곡로와 을지로가 추가

3) 고종 때 아관파천 후, 경운궁을 중심으로 가로의 정비 및 시설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서 정동 일대 가로가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새로 생기거나 정비된 주요 도로는 지금
의 태평로, 소공로, 남별궁길, 명동길, 을지로이며 대부분이 경운궁과 종로를 연결하면
서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남대문로의 상권 확보를 위한 청·일 양국의 관심으로 남
대문로 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은애, 「일제강점기 도시 정책과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설계학회 제14권 제2호, 2013, p.75

4) 독립신문 한글판 1896년 11월 12일, 같은 책, p.75, 재인용
5) 이는 일제가 당시 ‘한양’ 고유의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켜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계획

이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계획은 아니었으나 이들 계획으로 인해 서울 도심부 
공간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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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졌다. 남북방향 대로의 경우는 각 궁과 종로를 연결하던 기존 가
로6)와 남대문로에 창경궁로와 율곡로가 새로 만들어졌다.7) 즉, 동서방향의 
대로가 기존 1개에서 3개로, 남북방향의 대로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변하
면서 서울 도심부 공간의 구조가 변하였다. 

<그림_2_2 시구개정사업 후 도심부 공간 구조의 변화>8)

   또한 일부 가로들은 대한제국시기와 마찬가지로 정비를 통해 확폭 및 
환경개선이 계속되었다. 이에 좁고 굽은 형태의 가로들이 일부 직선화되고 
일정 이상의 폭을 가지게 되었다. 필지의 경우, 기존의 대규모 필지들은 
사용 목적에 맞게 분할되기 시작하였으나 소규모 필지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건축물의 경우도 일부 2-5층 규모의 근대 건축물들이 생겨났
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일제강점기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가로, 필지, 건축물 등 각 요소별
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로를 중심으로 변하였다.

6) 육조거리, 돈화문로가 대표적이다.
7) 이은애, 「일제강점기 도시 정책과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

시설계학회 제14권 제2호, 2013,
   김기호,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건

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1995
   위 두 논물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8) 이은애, 「일제강점기 도시 정책과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

시설계학회 제14권 제2호, 201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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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된지 5년도 채 되지 않고, 서울 도심부 공
간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부분 파괴되었다. 당시 세계 전반적으로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그때 선택된 방법론은 
‘대량생산체계’였다.9)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안
정시키고, 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물적 환경인 도시 공간을 
재건하는 것 역시 대량생산체계에 영향을 받았다. 대량생산체계는 실용적
인 측면에서 도시 구조, 교통체계의 재건 및 재구성을 하는 방법론으로서 
근대 도시 계획의 입장들을 받아들였다. 이는 손쉬운 물류 이동을 가능하
게 하는 간선도로로 대표되는 도로체계와 공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
들 수 있는 유형화를 통한 건축물 구성으로 대표되었다.10) 

  전쟁으로 인한 서울 도심부 공간의 상황은 1952년에만 조사된 피해 지
역이 총 19개, 약 1,638,970㎡의 면적을 통해 알 수 있다.11) 조사된 지역 
이외에도 많은 지역의 도시 공간들이 파괴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는 대로와 그 주변부를 중심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다
른 도시 공간은 여전히 좁고 부정형의 가로와 필지를 유지하고 있었다.12)

  이러한 상황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전재복구계획으로 인해 가로와 필지 
중심으로 변하였다. 전재복구계획 중 하나는 “서울 도시계획 가로변경·토
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변경”이라는 도시 계획이었다. 이는 주
로 가로와 광장에 대한 계획이었으며, 가로의 측면에서 도심부 대표 대로
를 연장 및 확폭하는 계획이었다.13) 이로 인해, 서울 도심부 공간의 주요 

9) 대량생산체계로부터 파생된 방법론들은 정치, 경제, 사회 복구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었
으며,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국가’였다. 국가는 대량생산체계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을 시키고자하였다.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13, p.172
10) 같은 책, p.57-58
1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도서출판 한울, 2003, p.122-124
    상세 내용은 <부록_1>에 정리하였다.  
12) 같은 책, p.124
13) 같은 책, p.115-116
    상세 내용은 <부록_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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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가로들이 직선화, 길이의 연장, 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1·2 
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1952-3)에 의해 전쟁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블록 
내부의 가로와 필지가 변하였다.14) 이때 부정형의 가로는 직선화되며 十형
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변하였으며, 폭도 확장되었다. 필지 또한 부정형
의 형상이 사각형에 가깝게 정형화되었다.

<그림_2_3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전·후 관철동>15)

  이 시기의 건축물의 경우,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서울특
별시 공고 제24호 건축행정요강”(1953)에 의해 지어졌다.16) 그러나 실질적
으로 서울 도심부 공간에서 건축행위는 거의 없었으며, 약 80% 정도의 서
울 도심부 공간은 매우 낙후한 공간이었다.17) 

  즉, 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서울 도심부 공간은 가로와 필지
를 중심으로 변하였다. 가로의 경우, 서울 도심부 지역의 대표적인 대로가 
확폭과 연장되었다. 또한 전쟁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블록 내부의 가로가 직
선화 및 十형태로 변하였다. 또한 가로의 확폭이 이루어졌으며, 부정형의 
필지가 정형화되었다.

14) 같은 책, p.125-128
    “제 1 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1952)은 총 5개 지구, 면적 720,323.9㎡이었으며, “제  

 2 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1953)은 총 4개 지구, 면적 396,295.5㎡이었다. 
15) 같은 책, p.128-129 
16) 같은 책, p.134-136
17)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도서출판 한울, 2003, 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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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부 공간이 전반적으로 변하는 것은 ‘재개발’에 의해서였다. 한
국에서의 재개발은 1965년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 도심부 공간은 197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재개발로 인해 변
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도시계획법”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76년에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재개발법”
이 독립되었다.18) 또한 1977년 서울특별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재개발에 대해 가장 먼저 시작한 사항은 지구 지정이
었다. 1973년 1차 대상지는 10개 구역, 총면적 554,581㎡이 선정되었으
며19), 1975년 3개 구역, 1977년 5개 구역이 추가되었다.20)

<그림_2_4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범위>

18) “도시계획법” 제3장 제2절(제31-53조)에서 재개발사업의 정의는 “일정한 지구의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다. 이에 대한 계획의 결정, 시행요건,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 등에 관한 절차  
 가 규정되었다. 또한 도심재개발사업조항과 불량주택재개발 사항에 대하 모아 “도시재  
 개발법”으로 독립되었다.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도서출판 한울, 2003, p.132
19)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도서출판 한울, 2003, p.164
    상세 내용은 <부록_3>에 정리하였다.
20)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도서출판 보성, 2012, p.19
    이때의 재개발은 불량지구를 정비하는 수준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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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로 인한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는 전후복구계획에서 가로와 필
지를 중심이었던 것이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때, 재개
발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정비 방식이 아닌 공간을 점유하던 주체가 사라
지고 기존 필지가 대규모로 합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필된 필지에는 
20층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섰다.21) 또한 공간을 소유하는 주체는 개인, 중
소 상인에서 재벌급 대기업으로 변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소공동에 입지한 
플라자 호텔이다. 

<그림_2_5 플라자 호텔 건축 전·후>22)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재개발은 1980년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
졌다. 이 시기에는 재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되었다. 
이는 도심재개발사업의 모든 시행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제3개발
자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와 사업가능기간의 단축, 세제상의 완화였다.23) 
또한 당시 경제적 상황과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재개발이 가속되었다.24) 

2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도서출판 한울, 2003, p.165-168
22)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도서출판 한울, 2003, p.127(왼쪽 사진)
    가장 처음 재개발이 진행된 구역이다.
23)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도서출판 보성, 2012, p.135
    사업 가능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24) 경제 성장으로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향상과 도심지역 지가 상승으로 유휴 자본의 지대  

 수익성 향상은 재개발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하였다. 또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또한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도서출판 한울, 2003, p.185-186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도서출판 보성, 2012, p.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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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서울 도심부 공간에서 총 95개 지구, 총면적 437,455㎡에 대한 
사업 시행 촉구가 이루어졌으며, 1983-1986년 사이 76개 지구에서 재개
발 사업이 인가되었다.25)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재개발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오
피스, 은행, 백화점, 호텔과 같은 업무 및 대형 상업 기능을 대상으로 하
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26) 또한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1995년 4월 기준
으로 서울 도심부 공간에 재개발이 지정된 범위는 총 39개 구역, 425지구
였으며 이중 109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다.27)

변화 시점 1979년 1983년 1990년 1996년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40%이하
용적률:670%이하

건폐율:45%이하
용적률:670%이하

건폐율:50%이하
용적률:1000%이하

건폐율:50%이하
용적률:1000%이하

높이 - -
남산경관관리구역

심의

30층:160m
20층:100m
10층:50m

비고 - 외부지역 1990년과 같음 도심공동화방지, 주거비율 역사경관, 스카이라인

<표_2_1 재개발관련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흐름>  

  종합적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재개발로 인해 서울 도심
부 공간은 가로, 필지, 건축물이 모두 변하였다. 특히 필지와 건축물의 변
화가 두드러졌다. 가로의 경우는 간선가로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기존 
가로가 간선가로 화되거나 새로운 간선가로가 만들어지는 경우였다. 필지
의 경우는 소규모 필지들이 합필되어 대형화되었으며, 건축물의 경우는 대
형화된 필지에 20층 이상 규모의 대형 건물이 지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는 도시 계획의 수법이 
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때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도시 계획의 기조

25) 주요 간선도로변 42개 지구, 중요 도심 지역인 중구와 종로구의 53개 지구였다.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도서출판 한울, 2003, p.187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도서출판 보성, 2012, p.134-135
26)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도서출판 보성, 2012, p.205
27)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도서출판 한울, 2003,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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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에서 ‘관리’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급속한 재개발로 인해 도심공
동화, 재개발 지역과 아닌 지역의 대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재개발에 대한 고찰이 시작되면서 도시 계획의 방향 또한 변하였
다.28) 이는 도시 계획이 ‘도시 재생’, ‘장소’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적 중심, 개인 환
경에 대한 관심에서 질적 중심, 공공 환경의 관심으로 바뀌었다. 이에 계
획의 방향이 역사, 문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29)

  도시 계획의 수법 또한 변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며, 도
시계획 관리수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모, 턴키 등과 MP(Master 
Plan), MA(Master Architect)와 같은 네트워크형 도시설계 방법 등이었
다.30)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었다.31)

  즉, 서울 도심부 공간은 이전에 ‘재개발’과 같은 하나의 계획 방향을 중
심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설정 범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
의 성격에 의해 변하였다. 변화의 방향은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따라 합
필을 통한 개발일 수도, 기존 도시 공간을 보존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종합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는 전체 구조
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설정 범위 단위별로 그 성격에 
의해 가로, 필지, 건축물 등이 변하였다.

28) 물론, 서울 도심부 공간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도시재개발법”이  
 2000년 개정되면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형식으로 도심부 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  
 정비가 재개발로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29)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도서출판 보성, 2012, p.279-281
30) 같은 책, p.281-282
31) 도시 설계는 기존에 건축법 제60조에 의한 도시 설계와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에 의  

 한 상세계획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  
 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이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도서출판 보성, 2012, p.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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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서울 도심부 공간 변화의 현황

<그림_2_6 서울 도심부 공간의 블록 단위>32)

32)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으로서 행정  
 동은 공간의 성격을 하나로 설정하기에는 범위가 다양하였으며, 도시 계획 단위는 서  
 울 도심부 공간 전체 범위에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분석 단위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나누어지는 블록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블록이 공간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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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부 지역은 기존 한양의 공간에서 특히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해 현재의 구조와 형태로 변하였다. 그 변화의 정도를 서울 도
심부 공간을 설정한 블록 단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_2_7 서울 도심부 공간의 재개발/소규모 필지 및 건물 지역>33)

33) 2016년 3월 기준, 답사·지적자료·사진·도시계획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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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정도 지역재개발 소규모

100 0

교북동(블록1) 송월동(블록2·4) 사직동부근(블록6·36) 내수동(블록7) 
광화문광장 양옆 간선도로변(블록9·10·12·15·16·17·18·20) 
정동부근 통일로 변(블록34) 서린동(블록38) 삼각동·수하동·장교동(블록41) 
소공동(블록43·44·47) 동자동(블록54) 동대문 DDP 주변(블록75·76·81·82·83)

총 85개 중 26개

100-80 0-20

광화문광장 주변 이면도로(블록11·19·21·22) 덕수궁 주변 정동(블록35·37) 
다동·무교동(블록39) 서소문지역(블록42) 숭례문주변(블록49) 회현동(블록53)
저동(블록58·60)

총 85개 중 12개

80-50 20-50

교남동(블록3) 경희궁 주변(블록5) 내자동(블록8) 광화문광장 주변(블록13·14)
인사동(블록23) 연지동(블록27·29) 합동(블록32) 미근동(블록33) 명동(블록45)
봉래동(블록48) 남대문시장(블록50) 회현동(블록51·52) 장교동·수표동(블록56)
동대문 DDP 건너편(블록77) 쌍림동(블록79) 흥인동(블록85)

총 85개 중 19개

  변화의 정도가 더 큰 도시 공간은 다음과 같다. 도시 공간이 전체적으로 
재개발되어 변화한 블록은 교북동(블록1), 돈의문뉴타운이 진행되는 송월동
(블록2·4), 사직동부근(블록6·36), 내수동(블록7), 광화문광장 양옆 간선도로변(블

록9·10·12·15·16·17·18·20), 정동부근 통일로 변(블록34), 서린동(블록38), 삼각동·
수하동·장교동(블록41), 소공동(블록43·44·47), 동자동(블록54), 동대문 DDP 주
변(블록75·76·81·82·83)이다. 도시 공간의 80%이상이 재개발로 인해 변화한 
블록은 광화문광장 주변 이면도로(블록11·19·21·22), 덕수궁 주변 정동(블록

35·37), 다동·무교동(블록39), 서소문지역(블록42), 숭례문주변(블록49), 회현동(블

록53), 저동(블록58·60)이다. 도시 공간의 50-80%정도 재개발로 인해 변화한 
블록은 교남동(블록3), 경희궁 주변(블록5), 내자동(블록8), 광화문광장 주변(블

록13·14), 인사동(블록23), 연지동(블록27·29), 합동(블록32), 미근동(블록33), 명동
(블록45), 봉래동(블록48), 남대문시장(블록50), 회현동(블록51· 52), 장교동·수표
동(블록56), 동대문 DDP 건너편(블록77), 쌍림동(블록79), 흥인동(블록85)이다.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더 많이 남아있는 도시 공간은 종묘와 그 주변(블

록24·25·26), 효제동·충신동 주변(블록28·30·31), 관철동(블록40), 북창동(블록46), 
세운상가 주변 지역(블록55·57·59·61·62·63·64·65·66·67·68·69·70·71·72·73·74·78), 창
신동(블록80), 광희동(블록84)이다.34) 

34) 블록의 기준은 <그림_2_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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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50-80
종묘 주변(블록24) 효제동·충신동(블록30) 관철동(블록40) 
세운상가 주변지역(블록67·69·71·72·73) 창신동(블록80) 광희동(블록84)

총 85개 중 10개

20-0 80-100
종묘 주변(블록25·26) 효제동·충신동(블록28·31) 북창동(블록46)
세운상가 주변지역(블록55·57·59·61·62·63·64·65·66·68·70·74·78)

총 85개 중 18개
<표_2_2 서울 도심부 공간의 블록별 변화 현황>

  즉, 서울 도심부 공간은 삼일대로35)를 기준으로 서측은 상당 부분 재개
발로 인해 변하였다. 특히 세종대로36)를 기준으로 서측의 경우는 90% 가
까이 재개발이 되었다. 또한 동대문 DDP 주변 도시 공간 또한 거의 대부
분 재개발이 되었다. 서울 도심부 공간 중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남아있
는 비율이 높은 곳은 경희궁과 덕수궁 주변 지역과 종묘 주변 지역, 세운
상가 주변지역에 집중되어있다. 북창동 지역 또한 주변 도시 공간은 대부
분 재개발이 된 것과 대조적으로 소규모 필지 및 건물들이 남아있다.

35) 삼일대로는 명동 동측 간선가로로 안국역까지 이어진 가로이다.
36) 세종대로는 광화문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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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2_8 서울 도심부 공간의 주요용도>37)

  서울 도심부 공간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판매지역과 업무지역, 역사
자원지역과 같은 주요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용도가 
주거인 블록은 교북동(블록1), 돈의문뉴타운이 진행되는 송월동(블록2·4), 경
희궁지역(블록5), 사직동부근(블록6), 내수동(블록7), 내자동(블록8), 합동(블록32), 

37) 2016년 3월 기준, 답사·지적자료·사진·도시계획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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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근동(블록33), 덕수궁주변(블록35·37)이다. 주요용도가 상업 중 업무인 블록
은 광화문 광장 주변의 대부분(블록9·10·11·12·15·16·17·18·19·20·21), 연지동일
부(블록29), 효제동·충신동 일부(블록31), 정동부근 통일로 변(블록34), 사직동
일부(블록36), 서린동(블록38), 다동·무교동(블록39), 삼각동·수하동·장교동(블록

41), 서소문지역(블록42), 소공동 일부(블록43·47), 봉래동(블록48), 회현동 일부
(블록53), 동자동(블록54), 저동(블록58·60)이다. 주요용도가 상업 중 판매인 블
록은 교남동(블록3), 광화문 광장 주변의 일부(블록13·14·22), 인사동(블록23), 
종묘와 그 주변(블록24·25·26)38), 연지동일부(블록27), 효제동·충신동 주변 대
부분(블록28·30), 관철동(블록40), 소공동 일부(블록44), 명동(블록45), 북창동(블록

46), 숭례문주변(블록49), 남대문시장(블록50), 회현동일부(블록51·52), 세운상가 
주변 지역(블록55·56·57·59·61·62·63·64·65·66·67·68·69·70·71·72·73·74), 동대문 DDP 
주변(블록75·76·77·78·79·81·82·83·84·85), 창신동(블록80)이다.39) 이중 역사자원은 
경희궁(블록5)과 덕수궁(블록37)은 주요용도가 주거인 지역에 입지한다. 또한 
운현궁(블록24)과 종묘(블록26)는 주요용도가 상업 중 판매인 지역에 입지한
다.

주요용도 지역
주거 교북동(블록1) 송월동(블록2·4) 경희궁지역(블록5) 사직동부근(블록6) 내수동(블록7)

내자동(블록8) 합동(블록32) 미근동(블록33) 덕수궁주변(블록35·37)

업무

광화문 광장 주변(블록9·10·11·12·15·16·17·18·19·20·21) 연지동일부(블록29) 
효제동·충신동 일부(블록31) 정동부근 통일로 변(블록34) 사직동일부(블록36) 
서린동(블록38) 다동·무교동(블록39) 삼각동·수하동·장교동(블록41) 
서소문지역(블록42) 소공동 일부(블록43·47) 봉래동(블록48) 회현동 일부(블록53)
동자동(블록54), 저동(블록58·60)

판매

교남동(블록3) 광화문 광장 주변 일부(블록13·14·22) 인사동(블록23) 
종묘 주변(블록24·25·26) 연지동일부(블록27) 효제동·충신동 주변(블록28·30) 
관철동(블록40) 소공동 일부(블록44) 명동(블록45) 북창동(블록46) 
숭례문주변(블록49) 남대문시장(블록50) 회현동일부(블록51·52) 
세운상가 주변 지역(블록55·56·57·59·61·62·63·64·65·66·67·68·69·70·71·72·73·74)
동대문 DDP 주변(블록75·76·77·78·79·81·82·83·84·85) 창신동(블록80)

역사자원 주거: 경희궁(블록5) 덕수궁(블록37)   판매: 운현궁(블록24) 종묘(블록26) 

<표_2_3 서울 도심부 공간의 주요용도 현황>40)

38) 용도 구분 상 주거 지역이기는 하지만 실제 도시 한옥에 상업지가 형성되어있는 익선  
 동(블록24)은 상업지역으로 분류하였다.

39) 블록의 기준은 <그림_2_6>이다.
40) 블록의 기준은 <그림_2_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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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도시 공간에 대한 주요용도를 재개발이 되어 변한 도시 공간과 소규
모 필지 및 건물이 있는 도시 공간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 지
역의 경우, 70%이상의 면적이 재개발이 된 도시 공간이다. 특히 덕수궁 
주변의 주거지역은 대부분의 도시 공간이 재개발이 되었다. 경희궁 주변의 
주거지역은 궁 주변으로 일부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남아있는 도시 공간
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실제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용도의 상업시
설들이 입지해있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요용도가 업무인 도시 공간과 
주요용도가 판매인 도시 공간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주요용도가 업무인 
도시 공간은 90%이상이 재개발이 되었다.41) 주요용도가 판매인 도시 공
간은 70%정도가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남아있었다. 같은 상업 지역임에
도 불구하고 업무지역과 판매지역은 재개발로 인한 변화 정도가 상이했다.

41) 효제동·충신동 일부지역(블록31)은 업무지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규모 업무시설이  
 전체적으로 입지하여있으며, 재개발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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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2_9 서울 도심부 공간의 도시계획여부>42)

  서울 도심부 공간에서 각 블록에 설정된 도시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세종로 지구단위계획’(블록10·12·15·17과 블록20 일

42) 2016년 3월 기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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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블록16과 블록19 일부), ‘인사동 지구단위계
획’(블록23 일부), ‘운현궁 지구단위계획’(블록24·25 일부), ‘돈화문로 지구단위
계획’(블록26 일부), ‘율곡로 지구단위계획’(블록27·28과 블록29·30 일부), ‘종로 
2·3가 지구단위계획’(블록40·55와 블록25·26 일부),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
(블록70·74·75와 블록29·30 일부), ‘서울시청사부지 지구단위계획’(블록39 일부), 
‘수표 지구단위계획’(블록57과 블록55 일부), ‘주교 지구단위계획’(블록71), ‘동대
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블록76·77·78·81·82·83·84·85), ‘북창동 지구
단위계획’(블록46),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블록45), ‘남대문시장 지구단
위계획’(블록50 일부), ‘회현 지구단위계획’(블록51 일부)으로 총 16개이다. 각 
지구단위계획은 서로 다른 면적을 가지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범위로 설정되어있다.43)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범위
에 총 45개의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성격과 범위가 매우 다르
다.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설정되었다가 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있
으며, 현재 시행 중인 지역도 존재한다. ‘익선지구’의 경우, 도시 한옥이 
남아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활성화 된 지역이다. ‘세운재정비촉
진지구’는 중·소규모 개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등장하는 
보존형 재개발과 수복형 재개발 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구역이다.
  이중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 정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 16개의 ‘지구단위계획’ 중 재개발이 시행된 범위가 더 큰 
지역은 6개이다.(‘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청사부지 

지구단위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 ‘회현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과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남아있는 범위가 비슷한 지
역은 2개이다.(‘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소규모 필지 및 
건물로 남아있는 범위가 더 큰 지역 또한 8개이다.(‘운현궁 지구단위계획’, ‘돈

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종로 2·3가 지구단위계획’, ‘종로 4·5가 지

구단위계획’, ‘수표 지구단위계획’, ‘주교 지구단위계획’,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43) 순서는 북쪽에 위치한 지구단위계획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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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정도 지역

재개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청사부지 지구단위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 ‘회현 지구단위계획’

총 16개 중 6개

소규모

‘운현궁 지구단위계획’,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종로 2·3가 지구단위계획’,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 ‘수표 지구단위계획’, 
‘주교 지구단위계획’,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총 16개 중 8개

유사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총 16개 중 2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세종로 지구단위계획’(블록10·12·15·17과 블록20 일부),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블록16과 블록19 일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블록23 일부), ‘운현궁 지구단위계획’(블록24·25 일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블록26 일부), 
‘율곡로 지구단위계획’(블록27·28과 블록29·30 일부), 
‘종로 2·3가 지구단위계획’(블록40·55와 블록25·26 일부),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블록70·74·75과 블록29·30 일부), 
‘서울시청사부지 지구단위계획’(블록39 일부), 
‘수표 지구단위계획’(블록57과 블록56 일부), ‘주교 지구단위계획’(블록7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블록76·77·78·81·82·83·84·85), 
‘북창동 지구단위계획’(블록46),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블록45),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블록50 일부), ‘회현 지구단위계획’(블록51 일부)

총 85개 블록 중 33개

<표_2_4 서울 도심부 공간의 지구단위계획 현황>44)

  종합적으로, 서울 도심부 공간 중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해 
크게 변하지 않고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세운상가 주변지역, 동대문 주변지역, 역사자
원 주변지역 그리고 북창동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요 용도가 상
업 중 판매지역이며,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있다.  

지역 성격 주요용도 도시 계획  블록(주요지역/부가지역)
세운상가 주변지역 판매 환경정비(일부)

지구단위(일부)
블록 55·57·59·61·62·63·64·65·66·68·70·74·78/
블록67·69·71·72·73, 블록 40 

동대문 주변지역 판매 지구단위(일부) 블록 28·31/블록 30·80·84
역사자원 주변지역 주거 및 판매 지구단위(일부) 블록 25·26/블록 24

북창동 지역 판매 지구단위 블룩 46

<표_2_5 서울 도심부 공간 중 변하지 않은 지역 현황>45)

44) 블록의 기준은 <그림_2_6>이다.
45) 블록의 기준은 <그림_2_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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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목 연도 내용

강우원_서울도심부 
제조업의 입지특성 
연구

1995

·도심부제조업은 서울도심부가 가지는 역사적맥락의 특수성에 기인
·도심부제조업의 자본생산성이 서울여타공업지역 제조업보다 높음
·도심부제조업의 영세성은 생산성이 낮아서가 아닌 제도적 산물
·생산활동에 미친 정부 정책과 제도적 규제의 영향으로 영세한 물  
 리적 형태가 나타난 것
·집적의 효과와 유연한 생산체계의 특성이 도심부제조업을 가능 

김용창_서울시 토지 
이용에서 위치이용의 
지역적 특성과 도심
부 소규모 사업장의 
존재양식

1997

·도심부제조업의 입지경쟁에 대해 분석
·생산조건이 토지라는 생산활동이 실재라는 공간과 이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 이에 미치는 제도까지 함께 분석
·제조업 업종별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주체 밝힘
 의류-판매상의 자본/기계금속-사업체의 독립생산+판매업체의 자본/
 인쇄-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능력을 독립적 소유
·행위 주체와 토지이용 영향에 대해 밝힘

2.2 변하지 않은 서울 도심부 공간의 특성

  2.2.1 제조업과 생산 활동 지역

  서울 도심부 도시 공간 중 세운상가와 청계천 주변46)과 동대문 주변 지
역47)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조업과 이와 관련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이다. 1987년 “도심부적격시설 이전·분산 정책”48)에서 서울 도심
부에 입지한 각종 전기·전자제품상, 기계·공구류와 같은 제조업 시설에 대
한 4대문 밖 이전을 계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전되었지만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시설들은 남아있었다. 즉, 이러한 지역들은 도심부 
소규모 제조업과 그에 따른 생산 활동의 영향으로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 도심부 제조업 밀집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학문적, 정책적으로 이루어
져 왔다.49) 이중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46) <그림_2_7>에서 블록 55, 57, 59, 61, 62, 63, 64, 65, 66, 68, 70, 74, 78에 해당한  
 다.

47) <그림_2_7>에서 블록 28, 31에 해당한다.
48) 이때의 도심부적격시설은 입시학원을 비롯한 각종 학원 시설, 결혼예식장, 관광버스업  

 체, 자동차 관련업체, 전기·전자제품상, 기계·공구류 상 이었다.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4』, 도서출판 한울, 2003, p.26-27
49)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서울대  

 학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 논문, 201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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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속성인 ‘위치’와 ‘위치이점’을 통해 네트워크 지대 개념
·도심부제조업의 생산활동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윤을 창출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집적 특성과 상호 네트워크를 이룬 생산 방
식이 도심부제조업을 지속 가능

남기범_청계천로변 
전문상가의 신산업
집적체 형성과 사회
적 자본의 특성

2001
·서울도심 내 존재하는 사업체들의 특성을 클러스터라 봄
·클러스터의 요인을 생산, 분배, 판매, 장소소비의 모든 경제활동이  
 모두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분석

심한별_
서울 도심부 도시형
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
의적 해석

2013

·도심부제조업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도심부가 생산주체가 필요로  
 하는 중심성을 유지하기 때문
·도심부제조업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화가 가속되는데 이는 생산활  
 동의 네트워크화가 그들 스스로를 조직하는 힘이 크고 지속적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구는 기존의 도시 형태의 특성으로  
 도심부 제조업과 그에 따른 생산활동이 보존된 것임
·정부 정책과 도시형태를 생산활동의 영향을 주는 조건이라 상정,  
 이를 생산활동의 ‘제도적 환경’으로 개념화
·서울 도심부의 작은 필지와 도시형태는 그에 적합한 생산조건이며  
 이는 도심부제조업의 생산활동이 전용 가능한 유연성을 제공

<표_2_6 기존 연구 분석>50)

  공통적으로, 강우원·김용창·남기범·심한별의 연구에서 도심부 제조업과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점유하는 도시 공간 사이의 관계는 도심부 개별 
제조업의 생산 작업이 생산주체의 작업과 연결되어 수행되었다는 것과 연
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생산 방식을 통해 도심부의 높은 임대
료를 감당하면서 도심부 내에 지속적으로 위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도심부 내에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은 개별 생산 활동의 집합적 조직 방
식인 네트워크화라고 해석한다. 이를 통해 도심부 제조업은 존재할 수 있
을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생산성을 가진다고 한다.51)

  특히 심한별의 연구에서는 1970년대 재개발이 진행된 시기부터 현재까
지의 도심부 제조업과 그에 따른 생산 활동의 도시 공간에 대해 분석한다. 
도심부 제조업 연관 지역이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점유하는 공간의 물리적 형태인 필지, 가로, 건물이 
구성하는 도시 조직과 관계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개별 생산 활동 입지의 
총합과 이를 연결하는 가로망에 의해 생산 활동이 조직되는 것으로 분석

50)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서울대  
 학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 논문, 2013, p.8

51)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서울대  
 학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 논문, 2013, 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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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더불어 도심부의 중심성을 부여하는 도심부의 도시 구조가 영
향을 주었다고 해석한다. 도시 구조의 측면에서 전후 복구와 재개발로 인
해 생성된 도로망과 변화한 필지, 가로의 패턴 등은 정책이 의도했던 바로 
변하였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목표였던 도시 기능의 재구성은 도심부 제조
업에 따른 생산 활동의 관계조직의 자율성으로 인해 정책의 의도하였던 
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심부 제조업이 점차 더 소형화되었던 것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대량생산체계를 따르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도심부 
제조업이 대처한 방법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체에 
있어 고용은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체의 크기는 그들의 생산 작
업을 수행 및 완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으로 한정되었다고 해석한다. 
즉, 이러한 소규모 작업 공간은 각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전용 및 
변화가 쉬웠다는 점에서 소규모 필지 및 건물 지역의 도시 공간에서 지속
될 수 있었다고 해석하였다.52)     
  결과적으로, 세운상가와 청계천 주변 지역과 동대문 주변의 상업지역은 
도심부 제조업 생산 활동의 집합적 조직 방식인 네트워크화에 영향을 받
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작업 공간
이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의 측면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용이 가능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회적 현황에 발맞춰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강
력하게 시행되었던 ‘도심부재개발’과 ‘도심부적격시설 이전·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필지 및 건물로 구성된 기존 서울 도심부 지역의 도시 
공간 구조와 형태로 변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52)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서울대  
 학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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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역사 자원 주변 지역

  서울 도심부 공간 중 종묘 주변 상업지역의 경우는 역사자원인 종묘와 
운현궁에 인접해있다.53) 이 지역은 역사자원 주변에서 멀어질수록 재개발
로 인해 변한 공간이 나타난다. 
  서울 도심부는 재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 후반에도 
역사 자원 주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존재하였다. 이에 역사 자원 주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개발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도시 공간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에 재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거나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설립되면서 종묘 주변 도시 공간 
대부분에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 한하여 ‘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과 
‘종로 2·3가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 이에 이 지역은 각 지
구단위계획 상에서 역사 자원에 영향을 받아 필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받는다.

지역 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내용

·최대개발규모
-480㎡이하/800㎡이하
/1,200㎡이하/1,400㎡이
하
·건폐율/용적률
-60~80%이하
 /450~600%이하
·높이
-간선:50m이하 
-소가로:30m이하  

·최대개발규모
-330㎡ 이하
·건폐율/용적률
-60~80%이하
 /600%이하 
·높이
-2층(8m)이하 
-5층(20m)이하

·최대개발규모
-2,000㎡ 이하
·건폐율·용적률
-50~80%이하
 /250~600%이하 
·높이
-70m/50m/30m 
 각각 이하

·최대개발규모
-330㎡이하/800㎡이하
/1,200㎡이하/1,500㎡
이하
·건폐율·용적률
-60~80%이하
 /450~600%이하
·높이
-70m/50m/30m
/20m(5층) 각각 이하  

비고 문화재주변건축물높이기준

<표_2_7 종묘 주변 도시 공간의 지구단위계획>

  이때, 종묘 주변 도시 공간에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상의 지침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70%이상이다. 이는 획지 규모 330㎡이하이며, 높이 
기준은 2층(8m)이하 또는 5층(20m)이하이다. 또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위

53) <그림_2_7>에서 블록 25, 2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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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높이 규제(30m이하)”와 ‘종로 2·3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최대개발규모 330㎡ 이하, 층수 5층(20m)이하” 규
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종묘 주변 도시 공간 대부분은 건축행위 시 필
지 330㎡이하의 규모, 높이의 경우는 최대 높이 5층(20m)이하만 가능하
다. 또한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지역의 경
우, 양각에 의한 거리별 높이 제한으로 인해 건물의 높이가 제한된다. 

경계로부터의 거리 10m 20m 30m 40m 50m
높이 제한(기준제외) 8.2(5)m 13.2(10)m 18.2(15)m 23.2(20)m 28.2(25)m

<표_2_8 종묘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종합적으로 종묘 주변의 상업지역은 역사 자원에 인접한 지역의 영향으
로 인한 높이 제한 때문에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에 당시 종묘 주변 도시 공간의 재
개발이 정체되어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는 ‘지구단위계획’ 상의 역자 
자원 주변에 대한 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된다. 이에 주로 중·소규모 필지에 2-5층 규모의 건물들이 지어지거나 기
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이 이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종묘 
주변의 상업 지역은 소규모 필지 및 건물들이 남아있는 기존 서울 도심부 
공간의 구조와 형태로 남아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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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북창동 지역의 특이성

<그림_2_10 북창동과 주변 도심부 공간>

  서울 도심부 공간에서 재개발로 인해 크게 변하지 않고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남아있는 공간 중 특성이 가장 다른 지역은 북창동 도시 공간이다. 
이 지역은 제조업과 생산 활동 지역도 아니며 역사 자원 주변 지역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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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또한 가장 처음 재개발이 시행된 ‘소공지구’와 바로 인접해있으며, 
주변 도시 공간이 대부분 업무지역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크게 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과 인접하며, 점유하는 용도의 성격이 유사하고,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에서 역할이 비슷한 다동지구와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다.

  

<그림_2_11 북창동 도시 공간>                <그림_2_12 다동 도시 공간>f 

  이와 더불어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부터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54)을 거쳐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이 수립
되는 동안,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 방
향은 변하였다. 처음에는 재개발이었으나 현재는 보전적 입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인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이 재
개발 또는 개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할 수 있다.   

54) 특히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다른 서울 도심부 지역의 도시 공간  
 이 해당 도시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 도시 계획 방향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입장은 서울 도심부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판단하면  
 서도 도시 계획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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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동 도시 공간 그 자체도 40년 가까이 건축행위가 거의 없이 방치되
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시의 성격 상 매우 특이한 점이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 내 ‘소공동특별계획구역’의 경우, 5701.4㎡  면적
의 대규모 필지를 한 그룹이 소유한다. 해당 공간이 위치 상 서울 도심부 
한 가운데 상징적이며 경제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아이
러니한 상황이다.55)

  이렇듯 서울 도심부 공간 중 변화의 정도가 적은 공간으로서 북창동 도
시 공간은 공간 그 자체,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 도시 계획의 성격 등 
많은 측면에서 매우 특이하다할 수 있다.  

55) ‘소공동특별계획구역’은 2015년 10월 말경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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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형성과 특성‘                            ‘
                                     3.1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형성 배경
                                     3.2 북창동 도시 공간의 변화 및 특성
                                     3.3 변화의 관점으로 본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

3.1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형성 배경  

  북창동 도시 공간과 ‘소공동 정비구역’56)을 포함하는 삼각형 형상의 전
체 블록은 1760년 이전부터 형성되어있었다.57) 이때, 현재의 남대문로 1
길만 존재하였다. 

 

<그림_3_1 도성대지도의 서울 도심부와 북창동>58)

  이후, 대한제국시기에 남대문 지역은 “치도규칙”에 의한 도로환경정비 
및 가가금지로 인해 확폭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그 영향으로 북창동 

56) 현재 플라자 호텔, 한화 사옥, 한화금융네트워크 사옥이 위치한 지역이다.
57) 이는 1760년대 <한양도>, 1700년대 후반 <도성대지도>, 1856-1872년 <도성도_동여  

 도>, 1861년 <도성도_대동여지도>, 같은 해 <수선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58)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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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 주변 또한 가로의 폭이나 형태가 일부 변형되었다. 그러나 전체
적인 구조의 형상은 삼각형 형태로 큰 구조는 유지되었다. 이때, 서울광장
의 형성으로 사라진 북쪽 꼭짓점 부분은 제외하면 삼각형 형태의 블록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북창동 도시 공간과 ‘소공동 정비구역’은 가로로 분할
되어있었다. 즉, 북창동 도시 공간 블록은 대한제국시기부터 구조적인 형
태가 확정되었다.

<그림_3_2 1912년 북창동 인근 지적원도>59)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은 이 시기까지 조선시대 한양의 공간 구조와 형
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지적원도에서 
소규모 필지와 대규모 필지가 섞여있는 것과 그 내부에 굽은 형태의 가로
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59) 1912년 측량, 1914년 발행한 북창동 도시 공간 주변 지적원도이다.
    (출처: 경기대 건축공학과 도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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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북창동 도시 공간의 변화 및 특성

  일제강점기부터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가로 및 블록, 필지, 건축물은 “시
구개정훈령”에 의한 “시구개정사업”으로 인해 변하기 시작하였다.60) 또한 
한국전쟁 이후,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가로 및 블록은 전후복구사업의 일환
인 “제2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현되어 가로 및 블록이 중점적으로 
변하였다.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북창동 도시 공간에 
재개발 또는 개발 방식의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
다. 이 시기의 북창동 도시 공간은 내부 가로의 폭과 형태가 조금씩 변하
는 정도였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후 북창동 도시 공간에 기존 성격과 
다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변화 및 특성을 가로, 블록, 필지, 건축물, 
용도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2.1 가로와 블록의 변화 및 특성

  일제강점기부터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가로 및 블록 변화의 확정 시점을 
가로의 형태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분석의 
시작을 일제강점기부터 하는 것은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의 구조와 형태
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61) 가로의 형성 시점은 가로의 
형태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다.62)

60) 북창동 도시 공간을 포함하는 남대문 지역은 청·일 양국의 지속적 관심과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해당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시구개정사업”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  
 로 인해, 일부 다른 도심부 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도시 공간의 구조와 형태가 크게 변  
 하지 않았지만 북창동 도시 공간은 변하였다. 

61) 또한 확실한 가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자료가 존재한다. 
62) 또한 이후 분석에서 가로의 형성시점을 형태로 정한 것은 가로의 폭 보다는 형태가 북  

 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서 가로의 특성을 더욱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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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3_3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가로별 확정연도>63)

  가로의 경우, 1910년대 이전부터 북창동 도시 공간을 관통하는 남북방
향 가로 중 서측 가로인 남대문로1길은 북창동 도시 공간에 형성되어있었
다. 1910년대에는 남대문로1길 중앙부에서 남대문로5길 중앙부로 이어지
는 가로가 3/4이상 형성되었다.(가구 9·10·15 아래쪽 가로) 또한 남대문로1길
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가로 3개가 형성되었다.(가구 1-6사이의 3개 가로) 
1920년대에는 한국은행 부지 옆 가로인 남대문로5길과 남대문로에서 북창
동 도시 공간을 향해 형성된 남북방향 가로의 일부가 형성되었다.(가구 12 

63) 각 시기별 형성 근거를 <부록_4>~<부록_10>에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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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측 가로) 또한 1910년대 3/4정도가 형성되어있던 남대문로1길 중앙부에
서 남대문로5길 중앙부로 이어지는 가로가 형성되었다.(가구 9·10·15 아래쪽 

가로) 1930년대에는 남대문로1길과 남대문로5길을 중앙부에서 연결하는 가
로에서 남·북쪽으로 향하는 가로의 대부분이 형성되었다.(가구 9와 가구 10 사

이 가로) 또한 세종대로18길 중앙부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으로 향하는 남북 
방향의 가로의 일부가 형성되었다.(가구 8과 가구 13 사이 가로) 여기에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일부 가로들이 형성되었다.(가구 11 일부 가로) 1940년대에
는 이전에 형성되었던 가로의 형상이 유지되고, 일부 가로들이 정비되었
다. 1950년대에는 직선화된 가로들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간선가로인 세
종대로 변과 세종대로18길 변 블록에서 나타난다.(세종대로 변은 가구 3-7 내

부, 세종대로18길 변은 가구 8과 가구 9·10 사이, 가구1 3·14와 가구 15 사이, 가구10과 

가구15 사이) 이때, 가로의 형상이 직선형의 가로들이 교차하여 十형태로 나
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1960년대에는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서 좁은 가
로로 형성되어있던 보행자도로가 폭이 확장되어 그 형태가 확정되었다.(가
구 11과 가구 16 사이 보행자도로) 또한 남대문로5길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 내
부로 연결되는 짧은 가로가 형성되었다.(가구 15 남동쪽 모서리 관통 가로) 
1970년대 또한 남대문로5길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로 연결되는 짧은 
가로가 형성되었다.(가구 16에서 남대문로5길로 연결되는 가로) 1980년대 이후부
터는 각 가로의 폭이 도시 계획에 따라 조금씩 변하였다. 즉,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가로는 1970년 이후로도 일부 가로의 폭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1970대까지 가로의 형태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확정되었다.64)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 가로의 특징은 1950년대 이후 형성된 직선형, 
十형 가로와 이전부터 남아있는 가로의 공존이다. 세종대로18길 변의 블
록에서 나타나는 十형 가로의 경우, 1950년대 행해진 “제2 중앙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졌다.(가구 8-10과 가구 13-15 사이 가로) 세종
대로와 남대문로1길을 연결하는 가로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가로를 직

64) 가구의 기준은 <그림_3_3>와 <표_3_1>에서의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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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한 것이며 이 또한 “제2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행해졌다. 또
한 세종대로와 남대문로1길 사이 도시 공간의 남북방향 가로는 “제2 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졌다.(가구 3-7 사이 형성 가로) 이외
의 가로 중 남대문로1길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하는 가로이다. 또한 남대문
로5길, 남대문로1길과 남대문로5길을 연결하는 가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존
재하는 가로이다.65) 

   

<그림_3_4 북창동 도시 공간의 내부 블록 확정 연도>66)

65) 가구의 기준은 <그림_3_3>와 <표_3_1>에서의 가구이다.
66) 각 시기별 형성 근거를 <부록_11>~<부록_17>에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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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동 도시 공간 블록의 형성은 다음과 같다. 1910년대에는 세종대로
와 세종대로18길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한 블록(가구1·2)이 형성되었다. 
1920년대에는 남대문로 변에 위치한 블록(가구12)이 형성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은행부지(가구19)와 소공동특별계획구역(가구18)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
다. 그러나 한국은행 부지(가구19)는 일본 관사와 같은 용도가 입지하여 목
적에 맞게 분할되어 있었다. 1930년대에는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현재 
소공동 우체국이 위치한 블록(가구11)이 일부 형성되었다. 1940년대에는 같
은 시기의 가로 형성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형성된 블록이 정비되었다. 
1950년대에는 세종대로 변 블록(가구3·4·5·6·7)과 세종대로18길 변 블록(가구

8·9·10·13·14)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에는 1930년대 형성되기 시작했던 북
창동 도시 공간 내부 중 블록(가구11)이 대부분 형성되었으며, 남대문로5길 
변의 블록(가구15·16)의 일부가 형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블록(가구11·15·16)이 현재와 같은 형상으로 대부분 형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은행 부지(가구19)가 모두 합필되어 지금과 같아졌으며, 
소공동특별계획구역(가구18)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블록의 형상은 
1930년에 이후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즉, 북창동 도시 공간의 내부 블
록은 가로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로도 일부 정비되기는 하였지만, 
1970대까지 거의 대부분 확정되었다.67)

가구 상세 가구 상세
1 태평로2가 58-2외 17개 필지 11 북창동 70-1(소공우체국)외 57개 필지
2 태평로2가 68-1외 9개 필지 12 남대문로3가 85외 38개 필지
3 태평로2가 69-7외 19개 필지 13 북창동 14-5외 8개 필지
4 북창동 19-1외 7개 필지 14 북창동 10-4외 7개 필지
5 북창동 20-5(소공주민센터)외 6개 필지 15 소공동 117외 9개 필지
6 태평로2가 70-5외 2개 필지 16 북창동 93-42외 47개 필지
7 남대문로4가 17-7외 29개 필지 17 남대문로 25-6외 18개 필지
8 북창동 35외 5개 필지 18 소공동특별계획구역
9 북창동 18-9외 5개 필지 19 한국은행 부지
10 북창동 17-2외 7개 필지

<표_3_1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가구 상세>

67) 가구의 기준은 <그림_3_4>와 <표_3_1>에서의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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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가로와 내부 블록은 조선시대부터 형성
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현재의 모습이 확립되었다. 일부 가로의 정비로 
인해 1970년 이후에도 조금씩 변하였지만 이는 확폭이나 환경 개선의 수
준이었다. 즉,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가로와 내부 블록의 특성은 “제2 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형성된 직선형 및 十형 가로와 이전부터 존재
하던 부정형 가로의 공존이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은 성격이 다른 공간
이 공존한다는 의미이다. 

  3.2.2 필지의 변화 및 특성

      

<그림_3_5 1912년 북창동 인근 지적원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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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시기까지 북창동 도시 공간의 필지는 소규모 필지와 대규모 필
지가 공존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 관청이 입지한 대규모 필지들과 지원시
설 및 시전이 입지한 소규모 필지들의 배치 형식과 유사하였다. 즉, 대한
제국시기까지 북창동 도시 공간의 필지는 조선시대 필지의 배치 방식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기, 북창동 도시 공간의 필지는 “시구개정훈령”에 의한 
“시구개정사업”에 의해 변하였다. 기존 대규모 필지의 경우, 일본이 남대
문 지역 상권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 분필되어 사용
되면서 변하였다. 

      

<그림_3_6 일제강점기 북창동 지역 필지 변화>69)

68) 1912년 측량, 1914년 발행한 지적원도이다. 이는 시구개정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의 지  
 적으로 대한제국시기까지의 필지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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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필지였던 한국은행 부지 일부와 북창동 93-42 외 15개 필지(필지

A)는 남대문로5길이 그 사이를 관통하면서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
때 주변부 필지와 비슷한 규모의 45개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형태는 주변
의 부정형 필지와 달리 사각형 형태로 분할되었다. 또한 한국은행 부지의 
일부 필지(필지B)는 3:2 비율로 2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주변부 필지의 
규모보다 더 크게 분할되었다. ‘소공동특별계획구역’은 세종대로18길 일부
와 소공로 변을 따라 사각형 형태로 16개의 필지(필지C)가 분할 및 생성되
고, 나머지 필지는 대규모 필지로 유지되었다.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는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 필지와 비슷한 규모로 분할되었다.70)  
  소규모 필지의 경우는 대부분 기존 소규모 필지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으
나, 일부 필지들이 분할되었다. 남대문로 변의 필지 중 일부는 기존에 주
변부 필지와 규모가 비슷하였는데 더 작게 분할되었다. 이는 북창동 
129-1외 4개 필지(필지D)와 북창동 108-1외 4개 필지(필지E)이다. 또한 세
종대로 변의 필지 중 일부 또한 마찬가지 경우이고, 이는 남대문로4가 
17-3외 1개의 필지(필지F)에 해당한다.71) 
  즉, 일제강점기 북창동 도시 공간의 필지는 남대문로1길 기준으로 서측
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남대문로1길 기준 동측의 필지는 남대
문로 5길이 형성되면서 그 양측의 대규모 필지들이 분할되었다. 분할된 
필지들의 특성은 기존 부정형의 필지들과 달리 사각형의 정형적 형태를 
가지며, 규모는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의 소규모 필지들과 유사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창동 도시 공간 또한 많은 부분 파괴되었다. 이에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구획정리와 환경정비에 의해 기존 가로는 직선
화 및 확폭되고, 일부 새로운 가로가 형성되었다. 필지 또한 기존의 필지
가 남아있는 것도 존재하지만 일정 부분의 필지들은 변하였다. 이를 현재 

69) 1922-1929년 사이 측량되어 발행한 지적원도인 <일필매지형명세도>를 기준으로 작성  
 한 것이다. 

70) 필지 명 기준은 <그림_3_6>이다.
71) 필지 명 기준은 <그림_3_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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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와 비교하여 기존 필지가 유지되는 경우, 필지의 형상은 유지되지만 
분필 또는 합필된 경우, 새로운 형상의 필지로 변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그림_3_7 북창동 도시 공간의 필지 변화>

  기존 필지가 유지되는 경우는 대부분 1950년대 이전의 필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10년대부터 유지되는 필지는 주로 남대문
로 변 반 이상의 필지(남대문로4가 17-11외 4개, 남대문로3가 85외 14개, 북창동 

123)와 세종대로18길 변 필지(태평로2가 57-1외 3개, 북창동 11-3외 7개)의 일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몇몇 필지(북창동 60외 8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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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부터 유지되는 필지는 소공로·세종대로18길 변의 필지(소공동 112- 

4외 13개)와 남대문로 변의 일부 필지(남대문로4가 17-21, 북창동 128외 10개), 남
대문로5길 변의 일부 필지(북창동 93-33외 3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몇
몇 필지(북창동 65-1외 9개)가 이에 해당한다. 1930년대부터 유지되는 필지는 
세종대로 변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블록의 대부분의 필지(태평로2가 58외 8개)

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일부 필지(북창동 61외 4개)에 해당한다. 1940
년대의 경우, 남대문로 변의 일부 필지(남대문로4가 17-9외 1개, 남대문로3가 90

외 2개)이다. 
  이 시기의 필지 중 남대문로5길 변에 있는 필지는 그 외의 북창동 도시 
공간의 필지와 달리 정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년대 위치 필지 수

1910년대

남대문로 변

남대문로4가 17-11·71-1·72-1·72-3·73-1
남대문로3가 85·86·87-1·87-2·87-3·88·92-1·92-2·
            94·94-3·95·95-1·96·97·98
북창동 123

21

세종대로18길 변 태평로2가 57-1·55·54·53
북창동 13-2·13-4·13-9·11-3·1-2·1-3·2-2·3-1 12

북창동도시공간내부 북창동 17-5·17-6·17-8·17-9·63·60·103-2·118·229 9

1920년대

남대문로 변
남대문로4가 17-21 
북창동 93-4·107·108-5·108-6·108-8·108-13·109-2·
       109-8·110-2·110-13·128

12

소공로·
세종대로18길 변

소공동 112-4·112-5·112-6·112-7·112-10·112-23·    
       112-24·112-25·112-26·112-54·112-58·
       112-59·112-60·112-61

14

남대문로5길 변 북창동 93-33·93-37·93-62·93-65 4
북창동도시공간내부 북창동 65-1·65-2·73·74·75·76·79·96·97·98 10

1930년대 세종대로 변 태평로2가 58·58-2·58-4·58-5·58-6·58-7·58-8·58-9·
          58-11 9

북창동도시공간내부 북창동 61·99-1·99-2·99-3·101 5

1940년대 남대문로 변 남대문로4가 17-9·17-10
남대문로3가 90·91·95-3 5

1960년대 남대문로5길 변 북창동 93-3·93-35·93-36·93-57·93-60·93-83·93-84·
       93-85·93-94 9

북창동도시공간내부 북창동 108-1·129-1 2

1970년대 세종대로18길 변 북창동 5-2·11-4·14-5 3
북창동도시공간내부 북창동 93-45·1-5·111-1·11102 4

1980년대 대규모 필지 세종대로변블록·남대문로5길변·일부북창동도시공간내부
소공동특별계획구역·한국은행부지 25

<표_3_2 북창동 도시 공간의 필지 확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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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이후에 그 형태가 확인되는 필지 중 이전의 필지의 형상이 남
아있으나 해당 필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60년대는 
남대문로5길 변의 일부 필지(북창동 93-3외 8개)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일부 필지(북창동 108-1외 1개)가 이에 해당한다. 1970년대의 경우, 세종대로
18길 변의 일부 필지(북창동 5-2외 2개)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일부 필
지(북창동 93-45외 3개)가 해당한다. 1980년대는 규모가 큰 필지들 위주로 필
지가 확정된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 전반에 나타난다. ‘소공동특별구획’
과 한국은행 부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은행부지 중 일부 필지(필지A’)는 
1970년대까지 분할되어 있던 필지가 합쳐진 지역이다. 또한 세종대로 변 
남쪽 블록과 남대문로5길 변에 있는 규모가 큰 필지가 해당한다. 이중 북
창동 93-42번지 필지는 최근 주변의 일부 필지들과 합필되었다. 또한 북
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규모가 큰 필지도 이에 해당한다.72) 
  확인되지 않은 필지 중 정형적인 형태를 가진 필지는 대부분 “제2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1952)으로 인해 새로운 가로가 만들어지면서 재편성되
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남대문로1길이 직선화되면서 양측 필지들이 길에 
수직한 방향으로 재편되었을 것이다. 이는 세종대로 변의 필지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난다.(구역A’) 또한 세종대로18길 변의 블록 중 중앙부 지역 또한 
마찬가지이다.(구역A) 확인되지 않은 필지 중 부정형적 형태를 가진 필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보행자 위주 거리 지역은 
이전에 없던 가로가 형성되면서 기존 소규모 필지들이 더 작아진 지역이
다.(구역C)73)     
  이러한 필지의 형상은 1980년대 이후 2010년 초반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72) 필지 명 기준은 <그림_3_7>이다.
73) 필지 명 기준은 <그림_3_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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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건축물의 변화 및 특성

  조선시대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축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 
다수가 단층 건물이었다. 바닥면적의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대규모 필지에는 관청과 같은 규모가 큰 건물이 입지했으며, 소규모 
필지에는 시전이나 가가와 같은 소규모 건물이 입지하였다.74) 이러한 건물
의 양상은 대한제국시기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으나, 간선가로
변 일부에 근대건축물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그림_3_8 1910·1925·1940년 북창동 도시 공간 간선가로변 건물>75)

  일제강점기부터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축물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
하였다. 이는 기존 단층의 한옥이었던 건물들은 2~5층 규모의 근대건축물
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1912년 준공한 3층 규모의 현 
한국은행 건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변화는 간선가로 변과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간선가로 변의 경우는 3~5층 이상 규모의 근대 건축물
이 지어졌으며 기존 건물의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다. 이는 특히 세종대로 
변이 가장 활발하게 변하였다. 이때 간선가로 변 건물들은 바닥 면적은 북
창동 도시 공간 내부보다 평균적으로 더 컸으나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경우는 2~3층 규모의 근대건축물이 주를 이루

74) 이는 필지의 형태와 규모로 판단할 수 있다. 
75)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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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부 5층 이상 건물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남대문로5길을 따라 
대규모 필지가 분할된 소규모 필지에 2층 규모의 관사가 지어졌으며, 남
대문로 쪽으로 2층 규모의 근대 창고 형 건물이 지어졌다. 이러한 건물들
은 대부분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들과 같은 필지에 그대로 지어지
거나 비슷한 크기로 분할된 필지에 지어지면서 바닥 면적은 유사하였다. 
남대문로 변에 2층 한옥도 지어졌다.   

<그림_3_9 1955·1970년 북창동 도시 공간 간선가로변 건물>76)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창동 도시 공간의 전반적
인 가로와 내부 블록의 형상이 확립되고 이에 따라 필지들이 변하였다. 북
창동 도시 공간의 건축물 또한 기존 2~5층 규모의 건물들 중 절반 정도 
5-19층 규모의 건물들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변하였으며, 간선가로 변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서 5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는 점적으로만 나타났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 형성 시기와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 층수를 통해 알 수 있다.
             

76)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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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3_10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 형성 시기>77)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 형성 시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재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축물 중 75%이상이 1970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90%이상의 건물들이 지어졌다.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북창동 도시 공간 전반적으로 분포한
다. 남대문로 변의 경우는 간선가로를 따라 80%이상이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는 많은 부분 근대 창고 형 건물이며, 2층 한옥도 포

77)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5
    위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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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또한 세종대로와 세종대로18길이 교차하는 블록의 경우, 반 이상
의 건물이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소공로를 따라 지어진 건물
의 경우도 반 이상의 건물들이 1960년대 이전에 지어졌다.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경우, 중앙부에 점적으로 나타난다. 간선가로 변인 세종대로
를 따라 입지한 건물의 절반 정도는 1960년대에 지어졌다. 또한 소공로와 
세종대로18길 변에 입지한 건물들의 절반 이상이 이시기에 지어졌다. 또
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건물 중 70%이상이 1960년대에 지어졌다. 
나머지 건물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지어졌다. 

   

<그림_3_11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 층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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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 층수는 다음과 같다. 북창동 도시 공간에 입지
한 건물의 층수는 평균 5층이며, 대체적으로 필지가 오래된 지역일수록 
낮은 경향이 있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와 남대문로 부근에 5층 
이하의 건물들이 밀집해있다.(구역A) 남대문로 변의 건물들은 3-6층의 분포
를 보이는데 대부분 5층 이하이다.(구역B) 또한 특이하게 세종대로와 세종
대로18길이 교차하는 지역은 간선가로변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층 이
하의 건물이 입지해있다.(구역B’) 그 외의 간선가로 변의 건물들은 대체적으
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보다 층수가 높은 건물이 입지한다. 층의 분포는 
5-19층까지 나타나며, 특히 세종대로 변에 많이 모여 있다. 세종대로 변
의 건물들의 경우는 7층 이상이며 15층 이상의 건물도 존재하고(구역C), 소
공로 변의 건물은 6-12층이다.(구역C’)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도 점적으
로 5층 이상의 건물이 존재한다.79)

  즉, 북창동 도시 공간에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간선도로변의 10
층 이상 높이의 건물이 간선가로 변을 따라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5-9층 높이의 건물 또한 일부 간선도로 변과 남대문로1길과 남대문로5
길을 따라 비슷한 시기에 지여졌다. 이때, 기존 건물이 변하는 방식은 합
필되어 규모가 커지지 않지만 여러 필지에 거쳐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 많
았다. 이는 주로 북창동 도시 공간에서 영세한 필지들이 밀집해있는 지역
에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북창동 도시 공간은 세종대로 변의 일부 대규
모 필지와 1960년대 이전의 건물이 남아있는 영세 필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바닥면적은 비슷하나 다양한 층수의 건물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북창동 도시 공간에 지어진 건물 
전체의 10%정도이며,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아닌 지역 
전반에 점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은 기존 필지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을 통한 개보수가 주를 이루며, 이때 건물의 규모는 거의 변하지 

78) 답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79) 구역의 기준은 <그림_3_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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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비어있는 땅에 건물이 채워지는 경우이며 이는 극히 일부이
다. 일부 점적으로 합필을 통해 건물이 지어지기도 하며, 이는 ‘소공동특
별계획구역’ 근처 남대문로5길에 입지한 건물이 대표적이다. 이후 2000년
대 초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는 북창동 도시 공간에 건물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그림_3_12 197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지의 북창동 도시 공간 항공사진>80) 

  그러나 2012년 이후 북창동 도시 공간에는 성격의 다른 건물들이 입지
한다. 이 건물들은 각 건물이 입지하는 지역 주변의 건물보다 눈에 띄게 
층수가 높으며, 바닥면적의 규모가 크다. 

80) (출처: aerogis.seoul.go.kr,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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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3_13 2012년 이후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 변화>
 

  2012년 이후 북창동 도시 공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 총 3개(건물A·B·C)

이며,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이 1개(건물D), 건축 예정인 건물은 2개(건물E·F)

이다. 이러한 새로 생긴 건물들은 지어지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
나는 기존의 소규모 필지들이 대규모 필지로 합필되어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는 남대문 시장 근처의 남대문로5길에 위치한 완공된 건물이
다.(건물A) 둘째로 기존 여러 소규모 필지에 걸쳐 지어지는 방식으로 남대
문로1길 북쪽에 위치한 완공된 건물이다.(건물B) 이로 인해, 두 경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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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바닥 면적이 주변 지역의 건물보다 커지며 층수 또한 높아졌다. 셋
째로 기존의 대규모 필지에 그대로 재건축이 되는 방식이며, 이는 남대문
로 변에 위치한 완공된 건물(건물C)과 건축 예정지인 한국은행 부지(건물E)

와 ‘소공동특별계획구역’(건물F)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필지 2개가 합필되
어 건물이 지어지는 형식이며, 세종대로 변과 남대문로 변에 걸쳐 현재 공
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건물D)81)

  종합적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축물은 1980년대까지 지어진 대부분
의 건물들이 201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그 특징은 기존 건물의 바닥
면적 규모는 주변과 비슷하지만 층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러
한 상황은 2010년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일부 건물들
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입지해있던 건물보다 바닥 면적의 규모가 커
지고 층수도 높아졌다. 이로 인해 주변 건물보다 규모가 큰 건물들이 점적
으로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가장 큰 필지인 
‘소공동특별계획구역’과 한국은행 부지 또한 그 영향을 받아 건물이 지어
질 예정이다. 즉, 실질적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들은 90% 이상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나, 2010년대 초
반 이후 새로운 기조로 변하는 기점에 놓여있다.

  3.2.4 용도의 변화 및 특성

  조선시대에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던 용도는 ‘선혜청 북쪽 창고’의 
의미를 가진 ‘북창’이라는 동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창고지역이었다. 또
한 체빈사가 입지하여 손님 접대, 연향 및 종실 대신의 공궤를 맡는 역할
의 용도와 예빈시가 입지하여 중국 칙사를 접대하는 용도 또한 위치해있
었다. 여기에 짐승을 기르는 사축서가 입지해있었다. 이와 함께 창고, 접

81) 건물 명의 기준은 <그림_3_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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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시설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시전과 같은 상업 용도가 점유하였으며, 이는 
현 남대문시장 지역까지 이어져있었다.
  1882년에 임오군란 진압의 명분으로 들어온 청군과 함께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이 북창동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노점, 행상, 여관, 
음식점을 기반으로 상권을 형성하였다.82)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 상인
들 또한 잡화점을 시작으로 북창동 지역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
본인 상인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면서 북창동 도시 공간은 대표적인 일본
인 상권지역으로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1930년대에 북창동 
도시 공간과 그 주변에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근대적 접객업소인 카
페, 바, 다방, 요리점 등과 백화점, 호텔 등이 입지하였다. 접객업소은 일
반적인 유형과 성산업과 음식이 조합된 유곽과 같은 형태였다.83) 
  해방 이후,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던 상권은 약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
국전쟁 이후 전후복구계획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북창동 도시 공간에
도 진행되었다. 토지구획이 된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보다 규모가 큰 
업무용도의 건물이 지어졌다. 이에 기존 접객업소가 점유하던 북창동 도시 
공간은 그 성격이 유사하게 유지되었고, 일반음식점, 주점, 유흥음식점 등
이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들이 입지하였으며, 1980년대까지 주변 지역에 비해 고급 음식점으
로 인식되었다.84) 또한 잡화점으로 시작한 선매업이 1980년대 말까지 지
속되었으나 현재는 그 수가 감소하여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다양한 용도 중 가장 특징적인 용도는 유
흥업이다. 이전에도 일부 존재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양인의 영향으
로 매춘 행위를 하는 업종이 북창동 도시 공간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접객
업소와 조합되어 현재의 유흥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변하였다.85) 

82) 이를 기반으로 1970년대까지 ‘소공동정비구역’에 화교 집단 거류지가 형성되어있었다.
83) 오효경, 「서울 북창 유흥지구의 특화과정과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42
84) 당시의 일부 음식점들은 고급음식점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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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은 해방,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시기 또한 북창
동 도시 공간과 그 주변에 금융 관련 업무시설과 공공기관의 입지로 북창
동 도시 공간에 접객업소가 주요 용도로 점유하였다.86) 북창동 도시 공간
을 점유하던 유흥업소는 유흥 요리점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에 카바레, 
고고클럽과 같은 무도회장이 추가로 입지하였다. 1980년대에는 카페에서 
변형된 호프집, 룸살롱, 단란주점, 스탠드바 등과 가라오케, 디스코텍, 나
이트클럽과 같은 형식으로 변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서울 도심부 공간에
서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업무시설이 확장 및 이전되면서 접객업소인 
유흥업소도 강남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설되었다. 이에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던 유흥업소들이 침체되어 그 수가 일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 주변 도시 공간인 명동과 남대문 지역에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 기
타 외국 방문객의 증가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87)

  종합적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던 용도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
지 접객용도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과 고위층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접객용도가 북창동 도시 공간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근대적 
접객업소인 카페, 바, 다방, 요리점 등이 북창동 도시 공간에 생겨났고, 기
존에 있던 음식점, 잡화점 등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주변 
지역과 북창동 도시 공간에 업무 시설의 증가하였다. 이에 기존의 접객업
소들과 이들이 변형된 다양한 유형의 유흥업소들이 입지하였으며, 이와 함
께 일반 음식점, 주점들과 상업이 함께 공존하였다. 이중 유흥업소는 조선
시대부터 일부 지속적으로 입지해있었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 북창동 도
시 공간을 대표하는 점유 용도로서 북창동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낸 중
요 요소이다. 

85)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상인이 장악했던 북창동 도시 공간은 상권 유지를 위한 고위층   
 및 손님들을 위한 접객업이 발달하였다. 이는 카페와 유흥요리점으로 대표된다.

86) 고위층 인사들과 외국인 바이어의 접대 문화로 일반적인 접객업소도 유흥업소로 전환  
 되었으며,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에 유흥업소 밀집에 영향을 주었다.

87) 오효경, 「서울 북창 유흥지구의 특화과정과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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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3_14 북창동 도시 공간의 주요용도>88)

3.3 변화의 관점으로 본 북창동 도시 공간

  북창동 도시 공간은 조선시대부터 조성되어있었다. ‘한양’의 공간인 소
규모 필지와 대규모 필지의 조합, 굽은 가로, 단층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88) 답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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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한제국시기까지 이어져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변하기 시작하였
다.
  일제강점기에는 가로와 필지, 일부 건축물이 변하였다. 이는 당시의 도
시 계획인 “시구개정훈령”에 의한 “시구개정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
존 가로는 확폭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새로
운 가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필지의 경우는 대규모 필지를 중심으
로 분할되어 사용되었다. 이때, 분할된 필지의 형태는 부정형적인 기존 필
지와 달리 사각형에 가까운 정형적 형태였다. 그러나 소규모 필지의 경우
는 많은 부분 유지되었다. 또한 5층 이하의 근대 건축물이 점적으로 북창
동 도시 공간에 입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북창동 도시 공간의 구
조와 형태가 변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북창동 도시 공간은 일제 강점기와는 다른 형식으로 변
하였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 전후 복구 도시 계획의 일환인 “제
2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로가 생성되었다. 이때의 가로는 직
선화되며 직선화된 가로가 직교 체계로 교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가로와 블록의 형태가 변하였다. 필지는 새로 생성된 가로 주변부로 
정형적 형태로 바뀌었다. 건축물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보다 좀 더 높은 
5층 이상의 건물이 간선도로 변을 따라 입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
화는 1970년대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의 북창동 도시 공간은 일부 점적
으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형
성된 공간적 특성과 일제강점기의 공간적 특성, 전후 복구 직후의 공간적 
특성이 공존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용도의 성격 또한 유흥 및 접객 서비스 
용도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의 조합은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후로 북창동 도시 공간은 다시 변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에 없었던 필지 및 건축물의 규
모와 새로운 용도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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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창동 도시 공간의 시기별 현황과 도시 계획                  
                                                4.1 1980년대 초반 현황과 도시 계획
                                                4.2 2000년대 초반 현황과 도시 계획
                                                4.3 2010년대 초반 현황과 도시 계획

  북창동 도시 공간 자체에 대한 도시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이 큰 변
화 없이 지속된 1980년대 초반부터 계획되었다.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
획”(1984)과 그에 따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1980년대 
초반에 계획되었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역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변화가 적었던 2000년대 초반에 계획되었다. 그러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은 북창동 도시 공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010년 초반에 계획되었다.  

4.1 1980년대 초반 현황과 도시 계획

  4.1.1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 1980년대 초반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과 그에 따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
계획”(1985)이 계획될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면적 67,0 
64.7㎡이다.89) 이중 개인 혹은 법인 소유의 필지는 389개로 전체 필지 면

89)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으로 설정한 범위에서 한국은행 부지가 제외된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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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81%를 점유한다. 필지 당 평균 면적은 140.6㎡으로 영세한 필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간선도로 변 필지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필지의 
규모는 차이난다. 특히 태평로(현 세종대로)와 남대문로가 교차하는 지역 필
지의 규모가 크다.90) 

<그림_4_1 198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 필지>91)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평균 건폐율은 60.6%이며92), 용적률은 295%, 
평균 층수는 5층 규모이다. 4층 이하의 건물은 213동(76%), 5-9층 건물은 
53동(19%), 10층 이상의 건물이 13동(5%)이 입지하였다. 5층 이상의 건물
은 주로 간선가로인 태평로 변과 소공로 변에 집중되어 입지하며, 현재의 
남대문로1길과 남대문로5길에도 점적으로 입지하였다. 4층 이하의 건물은 

90) 이는 당시 태평로 변에 입지한 해남빌딩의 대지 면적이 2079.6㎡이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91)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89
92) 도로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실제 건폐 면적으로 상정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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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인 남대문로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전반적으로 입지하였다. 
특히 태평로 변을 따라 건폐율 80%이상인 고층 건물이 입지하였으며, 이
는 당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
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저층 건물이 상당수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그림_4_2 198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 내 건물의 층수>93)

  198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물들은 1965년 이전에 지어진 동
이 총 190동으로 전체의 68%이며, 당시에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상당수 존재했다. 나머지 건물들은 1965-1976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은 
총 76동, 1976년 이후 13동이 지어졌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남대문로 변과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즉, 당시 간선가로 변과 지구 내부 일부 고층으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은 노후하며, 영세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93)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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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4_3 198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 내 건물의 생성연도>94)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주요 용도는 유흥, 음식, 음료, 선매 업종과 
업무 용도로 대표된다. 간선도로 변에 입지한 건물의 경우는 주로 업무 용
도가 점유하였다.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는 현 남대문로1길을 따라 당시
의 유흥업, 고급 음식점, 주점, 일부 선매 업종이 입지하고, 이외의 공간은 
일반음식점 및 주점 등이 입지하였다. 
  이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선가로인 태평로 변의 건물 저층 부는 선
매, 금융 서비스, 관광, 다방과 같은 업종이 입지하였다. 남대문로 변의 저
층 부는 다방, 약국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 입지하였다. 이외의 공간은 음
식점, 일부 선매 업종이 점유하였다. 중층부 이상은 대부분이 업무 용도가 
입지하였으며, 이는 주변 도시 공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보조적, 상호보완

94)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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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업종인 대 업무 용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림_4_4 198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의 용도 분포>95)

  4.1.2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 1980년대 초반 이전
 
  1980년대 이전,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들은 그 방향성의 관점에서 북창
동 도시 공간과 해당 공간의 도시 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그러
나 그중 몇몇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과 도시 계획의 
세부적 사항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 중 “새서울 백지계획”(1966), “서울도

95)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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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본계획”(1966),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이 대표적이다.
   
  1) 새서울 백지계획(1966)과 북창동 도시 공간96) 

  “새서울 백지계획”은 1966년에 도시계획가 박병주가 그린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일종이 도시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서울 도심부 지역의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라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는 당시 도시 계획
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서울 도심부 공간의 모습을 ‘이상적’, 추
상적으로 집적한 계획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_4_5 새서울 백지계획 안>97)

96)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도서출판 한울, 2003, p.213-218
    1)의 내용은 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및 개인적 견해를 조합한 것이다. 
97)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도서출판 한울, 2003,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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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안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도심부 지역을 무궁
화 형태의 테두리로서 상정한다. 그 내부는 북쪽에 경복궁을 두고 그 아래
쪽으로 큰 정사각형을 그린 후, 이를 다시 십자형 블록으로 구획된 작은 
정사각형 4개로 구상하였다. 십자형 블록 각 끝에는 북쪽에 대통령 관저, 
남쪽에 국회인 입법부, 동쪽에는 행정부, 서쪽은 사법부가 입지하는 정사
각형의 블록이 위치한다. 큰 정사각형 블록 내부는 관아지역, 업무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대형 고층건물이 입지하는 지역으로 구상하고, 무
궁화 테두리와 큰 정사각형 사이의 지역은 낮은 건물지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규모 운동장을 포함하는 지역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공
간들은 직교하는 격자형 가로와 방사선 가로로 구획한다. 
  이를 통해, 당시 도시 계획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도심부 공간
은 경복궁 아래 지역부터 현 세종대로 양 옆의 일정 도시 공간은 대규모 
고층 건물에 행정, 상업, 업무용도가 입지하고, 남은 공간들은 소규모 저
층 건물이 입지하는 도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경복궁의 위치와 
주변 가로를 기준으로 실제와 비교해보면, 서울 도심부 지역의 현재 모습
은 “새서울 백지계획”의 도심부 공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새서울 백지계획”에서 북창동의 위치는 큰 사각형 내부에 입지한
다. 즉, 당시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북창동 지역을 대규모 고층 
건물로 구성된 업무 또는 상업 용도가 입지하는 공간이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후 도시 계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
다.

  2) 서울도시 기본계획(1966)과 북창동 도시 공간98)

  “새서울 백지계획”과 같은 해 계획된 “서울도시 기본계획”(1966)은 실

98)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도서출판 한울, 2003, p.223-225
    2)의 내용은 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및 개인적 견해를 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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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계획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
로 도시 공간을 계획하기보다는 서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이었다. 이
는 앞으로의 서울 적정인구를 450-500만으로 상정하고, 전국성·지역성·종
합성·능률성·과학성을 계획의 각 항으로 설정하고 각 사항을 계획하였다.  

항 목 내용 비고
전국성 -서울: 전국의 각 지역의 중심지로서 상정 범위
지역성 -서울 도심부: 서울 중심 반경 40KM를 중부지역의 중심지로서 상정 범위

종합성 -인간 활동의 양과 질을 풍요롭게
-자원과 산업, 가계, 각종 사회적 시설의 일체성

내용
방향

능률성 -국가 발전 
 :교통·통신·시장·주택·학교·공원 등의 시설이 생산과 생활 활동량의 극대화

기능
용도

과학성 -통계 및 기술 혁신에 따른 계획의 신뢰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 기술

<표_4_1 서울도시 기본계획(1966) 내용 요약>

  “서울도시 기본계획”(1966)은 기능적, 용도적인 측면에서 서울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시 구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던 기능을 분산시키
려 하였다.99) 또한 이 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에 대한 서울 전
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재개발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 등과 같이 도시 공간에 지구를 설정하여 규제하기 시
작한다. 

  이때, 북창동 도시 공간은 미관지구로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북창동 
도시 공간은 빌딩의 위치, 설계 내용과 같은 큰 범위부터 간판, 타일과 같
은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시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설정된다. 이는 추후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이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만이 아
닌 실질적인 안을 포함하는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까지 계획
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99) 이는 대표적으로 국가 기관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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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과 북창동 도시 공간100) 

  1978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은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계획이다. 이 계획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각각의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재개발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통합된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한 재개발 계획의 기본 
뼈대로서 역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서울 도심부 공간에 큰 영향을 미쳤
다. 이 계획에서 처음으로 서울 도심부를 하나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101), 
전체 범위 중 하나의 구역으로서 북창동 도시 공간을 설정하였다.  
  계획의 목표는 수도 서울의 중추관리기능의 회복과 추후 도시 정비를 
고려한 서울 도심부에 필요한 시설의 공급 및 질적 향상이다. 이 목표를 
중심으로 각 지구의 계획 방향 설정과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통일성 
부분에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과 그의 변화는 이후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과 각 지구의 계획에 반영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재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 지침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건폐율
과 용적률의 완화가 이에 해당한다.102) 각 완화 사항들은 “서울시 도심재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로 설정한 각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추후의 서울 도심부 계획의 내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에도 마찬가지였다. 1984년 수립된 “북창 도시환
경 정비계획”은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중 하나의 구역으로서 상정
되어 계획된 도시 계획이다. 특히 통일성 측면에서 1983년 4대문 안 지역

100)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3)의 내용은 위 도시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및 개인적 견해를 조합한 것이다. 
101) 이때 설정된 범위는 추후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서울 도심부 지역으  

  로서 역할을 하였다.
102) 1979년: 건폐율 40%이하·용적률 670%이하
     1983년: 건폐율 50%이하·용적률 1000%이하(4대문: 건폐율45%이하·용적률670%이하)
     1990년대 4대문: 건폐율 50%이하·용적률 1000%이하(주거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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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각각 45%이하 670%이하로 설정된 사항이 이후 
수립된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4.1.3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과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03)

  북창동 도시 공간의 전반적인 요소에 대한 최초의 도시 계획은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이다.104) 이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블록, 
가로, 필지, 건축물, 용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내용은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의 내용을 토대로 계획된 북창동 도시 
공간의 구체적인 도시 계획은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이다.105) 
이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포함된 사업 계획으
로 해당 지역의 현황과 그에 따른 계획이 추구하는 방향이 좀 더 자세히 
나타난다.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에서는 계획 배경을 통해 다방면에서 
재개발사업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며, 그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창동 도시 공간은 서울 도심부에 입지하지만, 지구 내부의 노후 건  
    물군이 밀집하여 물리적 환경이 악화되어 있다. 
  ②화재의 위험, 교통 혼잡, 주차 수요 대비 주차장 시설 부족하다.

103)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4.1.3의 내용은 위 도시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104) 이전에 “제2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었으나 이는 가로 및 내부 블록에 관한 사항  

  이었다.
105)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고 대한콘설턴트에서 진행  

  한 계획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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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북창동 도시 공간은 서울 도심부 공간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기능  
    의 세분화 및 그에 따른 공간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입체적 토지이용  
    의 탄력성이 부족하다.
  ④주변 지역에 비해 북창동 도시 공간의 활동 및 기능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에서 계획의 목적
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북창동 도시 공간의 입지성에 따른 도심 기능 확충 및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 
  ②주변 지역의 활동 및 기능과 해당 지역의 고유 기능 및 질서를 연계  
    하여 발전시킨다.
  ③서울 시민에게 이미지화된 북창동 도시 공간의 고유 성격을 보존한다. 
  ④주변 지역 도시 공간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한다.

  ①과 ②의 목적에 관해서는 공간 수요 및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여 토지
이용효율을 증진하고,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블록별 토지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실현한다고 서술한다. ③의 경우는 현재 북창
동 도시 공간에 입지해있는 업종 중 계획 목적에 적합한 업종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계획 업종을 선정한다고 서술한다. ④의 경우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인구 유발 및 교통 악화를 유발하지 않는 계획 업종을 선별한다고 
서술한다.   

  2) 계획 범위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계획 범위는 총 면적 67,964.7㎡이며, 
북창동 도시 공간으로 설정한 범위에서 한국은행 부지가 제외된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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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4_6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범위>

  3) 획지 계획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 대한 획지 계획은 그 목적을 설
정하고, 이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려 한다. 이는 계획 
목적인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여 토지이용효율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기존 필지에 대한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을 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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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획지 계획의 목적은 크게 2개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기존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형 블록으로의 획지 계획을 우선한다. 
  ②인구집중 및 유발 시설 규모의 건물 입지를 억제하도록 설정한다. 

  획지 계획의 목적으로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은 총 3개이며 
이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림_4_7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대안>106)

  이중 ‘대안 3’을 택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하며, 선택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북창동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②지구 중심에 위치한 보행로와 공원 계획을 일체화하여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③존치 건물과 사업시행구간 간의 조화와 정당성이 높으며, 토지 소유   
    관계 및 필지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재개발사업 시행의 원활성이 높다. 

  토지이용계획 ‘대안 3’을 통해 결정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획지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 내에서 지역별로 획지의 규모를 구분한다. 
이는 태평로·소공로 변, 남대문로 변, 구역 내부로 나눠지며 순서대로 규
모가 작아진다. 또한 존치건물을 결정하여 해당 필지는 존치지역으로 설정

106)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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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07) 이를 통해 설정된 획지는 총 36개이며, 이중 27개가 새롭게 구
성된 획지이다.108) 또한 내부 블록의 가각부에 공공용지가 일정 규모로 형
성되는데 이는 총 4개이다.

  

<그림_4_8 북창동 재개발사업계획의 획지 계획>

  공간 구조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획지 분할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07) 각 지역별로 용도 계획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이 다르게 설정된다. 
108) 9개의 존치획지 또한 기본 도시 공간의 관계와는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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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토지 소유와 지가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사업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설정한다. 
  ②각 획지별로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적합 용도에 맞는   
    규모를 설정한다. 
  ③존치 확정된 건물의 경우, 지적과 소유, 건물의 위치 등이 복합하기   
    때문에 소유지적을 원칙으로 획지를 구성한다.109)   
 

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획지 규모 구분
태평/소공로변 남대문로변 구역 내부 존치 지역

획 지 계 획   이 유

-기존 골격 유지한 소형 블록의 토지이용계획을 하여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규모 억제
-북창동 고유 특성 유지 가능성
-지구 중심에 보행로와 공원을 일체화하여 구역내부 활성화 유도
-존치건물과 사업시행지구 간의 조화와 정합성
-토지소유관계 및 필지규모 등을 고려한 획지 구분으로 사업시행의 원활성

획 지 계 획  방 향
-구역별 구분
 -태평/소공로변: 업무 및 근린생활용도의 복합기능
 -남대문로변: 대형 건물, 저층부는 선매, 고층부는 업무
 -구역 중심: 위락시설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획지 분할 원칙
 -토지소유/지가: 효율성 및 사업성 고려
 -단계별 사업시행
 -구역별 구분: 용도에 맞는 규모 설정
 -존치건물: 소유지적 원칙에 따름, 공공용지 부담방안 미확정.

<표_4_2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획지 관련 요약>

  4) 용도 계획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용도 계획은 본 계획의 목적에 부합하
는 성격의 용도를 계획하며,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①해당 지역에 이미 입지한 업종 중 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업종 
  ②주변 도시 공간의 업종 및 활동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업종을 

109) 존치 지역의 선정 이유는 기존 고층 건물이 입지한 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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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계획 
  ③인구 유발과 교통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은 업종
  ②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성격을 지녀야한다고 서술한다. 특
히 ③에서 주 간선가로인 태평로(현 세종대로), 남대문로, 소공로 변에는 교
통 악화 유발 시설을 금지한다고 서술한다.
  
  북창동 도시 공간의 기능과 특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적
인 계획 업종을 계획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북창동 도시 공간의 기능과 특성을 강화시키는 업종으로서 근린공공  
    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입지시킨다. 
  ②기존 입지 업종인 위락, 판매, 숙박 업종에 대해 보완 및 정비를 통해  
    기존 특성을 부각시킨다. 

  ①의 경우, 특히 업무와 서비스 업종의 기능을 유지 및 발전시켜 주변 
가로변 활동 및 인구를 지구 내부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입지하는 일반 서비스와 위락 기능의 유흥음식
점 및 기타유흥업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 도시 공간
의 중추 도심 활동 및 기능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한다. ②의 
경우에서 도매 업종은 기존의 기능과 특성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억
제 및 간소화한다고 서술한다. 

  각 계획 업종의 배치는 태평로·소공로 변에 고층 업무, 금융 기능을 계
획하였다. 남대문로 변은 저층부에 선매 업종, 고층부에 일반 업무 기능을 
배치하였다. 태평로와 소공로를 연결하는 가로인 현 세종대로18길 변은 
존치 건물 중심으로는 기존 업종을 계획하였다.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일반 업무, 서비스 기능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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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용 
도
계 
획

용도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방화지구
업종(용도) 판단 기준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에 입지하여 있는 업종 중 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업종의 
 선별 입지
-주변 지역 활동과 상호보완적 관계의 업종
-인구 유발 및 교통 영향에 악화되는 업종 제외
-도시 발전에 관련된 업종

계 획 구 역   업 종
-도시 주간선가로변 입지성에 따른 교통 유발시설 제외
-계획 구역 기능 및 특성 강화
 -기존 기능 강화: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보완, 정비 기능: 위락, 판매, 숙박
 -억제, 간소 기능: 일반 도매
-기존의 업무, 서비스 기능을 유지 발전
-주변 가로변 활동을 지구 내로 유인하여 유흥음식, 유흥업종 활성화
-지구 내부의 일반서비스, 위락기능 유치하여 주변지역의 중추 도심 활동과 
 상호보완적 관계 유지

-태평로변: 고층의 금융, 업무기능 유도
-남대문로변: 저층부의 선매품, 고층부분의 일반업무기능으로 입체화
-태평로-소공로 연결가로: 기존활동, 일반 업무, 서비스 기능

<표_4_3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용도 계획 요약> 

  5)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건폐율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 전 범
위가 동일하게 45%이하로 설정되어있다. 이는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
획”(1978)에서 설정한 건폐율과 동일하다. 

  용적률 계획의 경우는 획지 계획의 지역 구분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
다.

  ①지역별 입지성
  ②지가의 경제성 
  ③유치 업종 및 그에 따른 활동
  ④주변 도시 공간의 건물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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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북창동 도시 공간의 용적률은 태평로·소공로 변은 600-670 
%, 남대문로 변은 400-600%, 지구 내부는 250-400%로 계획한다.

 

<그림_4_9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용적률·높이 계획>

  높이 계획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 구분을 통해 계획하며, 그 근거는 다음
과 같다.

  ①최고 높이는 서울 도심부 지역의 사선제한인 60-75m, 17-21층을 기  
    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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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블록 크기에 따라 높이를 고려한다. 
  ①의 경우는 주변 지역 및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함께 고려하여 정
하였다고 서술한다. ②의 경우 중 지구 내부는 저층화된 소형 블록으로 구
성하다고 한다. 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소규모 필지의 지주의 
경제성과 공공용지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 서술한다. 
 
   이를 통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높이는 태평로·소공로 변은 15-20층, 
남대문로 변은 15-18층, 지구 내부는 5-10층으로 계획하였다.

주요 사항 요약

건폐율
및

용적률

일 반  적 용
건폐율(기존/허용) 용적률(기존/허용)

45% 이하

태평/소공로변 600-670%
남대문로변 400-600%
지구내부 250-400%
존치건물 -

-계획지역 입지성과 지가의 경제성
-유치업종 및 활동의 입지성향
-주변지역과의 조화
-현 재개발구역 내 건축계획 및 도시구조 재편, 
 수도권정비계획의 최고한도

높이제한

태평/소공로변 남대문로변 지구 내부 존치건물
15-20층 15-18층 5-10층 -

-서울시 도심지역에서의 사선제한
  -적정높이: 60-75m, 17-21층
-도심 입지와 주변지역과의 관계로 인한 간선도로부 고층화
-주변지역 및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
-기존 공간의 공간적, 활동적 조직인 소형 획지의 저층화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 및 경제성에 의한 소지주 개발추진

<표_4_4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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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00년대 초반 현황과 도시 계획

  4.2.1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 2000년대 초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이 계획 되는 당시인 2000년대 초반의 
북창동 도시 공간은 블록, 가로, 필지, 건축물, 주요용도 측면에서 1980년
대 초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 소규모 필지들이 합필되어 기존 건
물보다 규모가 큰 건물이 지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부 점적으로 나타
난다.  

<그림_4_10 200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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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동 도시 공간으로 설정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의 공간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면적은 93,187㎥이며, 총 390개 필지가 존
재한다.110) 평균 필지 면적은 238.9㎥이지만 이를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
계획 범위로 환산하면, 평균 필지 면적은 약 173㎥로 큰 차이가 나지 않
는다.111) 또한 여전히 간선도로 변과 북창동 도시 공간의 내부 필지의 규
모는 크게 차이난다.

<그림_4_11 200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 내 건물의 층수>112)

110) 이는 1980년대 초반 개인 혹은 법인 소유의 필지가 389개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11) 이중 소공동특별계획구역이나 당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사치로 계산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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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평균 건폐율은 60.6%이며113), 용적률은 
305%, 평균 층수는 5층 규모이다. 4층 이하의 건물은 207동(76%), 5-9층 
건물은 53동(19%), 10층 이상의 건물이 14동(4%)이 입지하였다. 5층 이상
의 건물은 주로 간선가로인 세종대로 변, 소공로 변에 집중되어 입지하며, 
현재 남대문로1길과 남대문로5길에 점적으로 입지하였다. 4층 이하의 건
물은 간선도로인 남대문로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전반적으로 입지하
였다. 이를 통해,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저층 건물이 여전히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주요 용도는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음식 및 음료 상업이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는 
1970년대부터 존재하던 소규모 음식 및 음료 상업이 상당수 남아있다. 음
식의 경우는 대부분이 일반 음식점이며, 음료의 경우는 주류 및 커피를 판
매하는 용도이다. 이러한 음식 및 음료 상업은 한 지역에 집합적으로 분포
하는 형식이 아니라 북창동 도시 공간 전반에 걸쳐 분포한다. 
  유흥업소 또한 그 형식은 변하였지만 1980년대의 북창동 도시 공간에서
와 마찬가지로 가장 특징적인 용도이다. 이는 주로 남대문로1길 양 옆으
로 줄지어 배치되어있다. 일부는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로 점적으로 위치
한다. 입지 및 규모는 지하나 2층을 사용하는 소규모 업소부터 한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대형 업소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
대 이후 유흥업소의 형식이 변화하면서 북창동 도시 공간에 불법적인 유
흥업소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절대적인 양은 많지 않으나 유흥업소는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주 가로인 남대문로1길을 따라 점적으로 배치되
어있으며 상징적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특성을 가진다.114) 

112)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2005
     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113) 도로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실제 건폐 면적으로 상정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
114) 유흥 관련 용어 중 ‘북창동식’이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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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4_13 2000년대 초반 유흥업소와 식음료 상업 배치>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남대문로1길에 위치한 유흥업소와 주변 모든 
가로마다 연결되는 음식 및 음료 상업의 조합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성격
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 또한 점적으로 소규모부터 대규모의 숙박시설
이 점적으로 입지하는데, 이는 유흥, 음식 및 음료 상업과 연계되어 북창
동 도시 공간의 성격을 강화시킨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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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4_14 2000년대 초반 업무시설 배치>

  업무시설의 경우, 한국은행의 상징성 때문인지 남대문로5길을 따라 소
규모 업무시설이 분포한다. 또한 간선가로인 세종대로 변과 남대문로 변, 
소공로 변 일부를 따라 업무시설이 분포한다. 이는 저층부에 프랜차이즈 
형식의 상업시설들과 함께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종대로 변에는 
대형 업무시설이 위치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시설로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소공동 주민 센터와 우체국이 존재한다.  

  4.2.2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은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이 재개발 또는 개발에 초점을 
맞춘 관점에서 벗어나 각 도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
다. 또한 각 도시 공간의 특성에 맞춰 도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
면에서 노력하였다. 그 시적점이 되는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 계획”(20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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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과 북창동 도시 공간115)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의 주요한 계획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서울 사대문 안 도심부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게 관리한다.
  ②서울 도심부의 교통 체계, 공간 구조, 토지 이용에 변화를 통해 도심  
    부 관리에 새로운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과 ② 모두 정책적으로 결정된 도심부의 중심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된 청계천을 복원함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고 서술한다.

<그림_4_15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공간 범위>116)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의 계획 범위는 서울 도심부 공
간으로 설정한 범위에서 청계천 지역이 일부가 추가된 범위이다.

 

115)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2005
     1)의 내용은 위 도시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116)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200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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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에서 지금까지의 서울 도심부 공간과 도시 계획 대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서술한다. 긍정적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민간 및 공공 투자로 인해 도시가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하였다.
  ②변화한 도심부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풍요로
운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①에 대해서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도심 특성이 변화한 것을 의
미한다고 서술한다.

  부정적인 요인은,

  ①지역의 물리적 쇠퇴가 지속되었다.
  ②서울 도심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소멸하였다.
  ③다양하고 인간적인 특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
  ④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거주인구의 감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제  
    중심지로서 서울 도심부 공간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①에 대해서는 옛 도시 구조의 성격 및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로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정체되었다고 서술한다. ②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600년간 
이어져온 서울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라 서술한다. 특히, 근
대건축물이 많은 부분 소실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③의 경우, 다양하고 인
간적인 특성은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건물의 용도, 크기, 혼합 방식에서 
오는 것이라 서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재개발로 인해 약화되었다
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서울의 장래는 전망하며, 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현재 서울 도심부의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업무,  
    판매, 식품위생, 숙박, 주거, 산업의 공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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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1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업무공간의 수요 증가
  ①-2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상업, 문화 공간의 수요 증가
  ①-3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거주 및 쇼핑 수요의 증가
  ①-4 도심지향 주거 및 주거 지원 시설 수요의 증가
  ②도심부의 기능 또한 다양한 교통 관련 시설의 증가와 풍부한 역사자  
    원으로 인한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의 계획 
방향은 한마디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서울 도심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한다.
  ②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리 방식을 고려하여 과도한 고층, 고밀 개  
    발을 지양하며 특성보유구역을 보존한다.
  ③기존에 도심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인간적인 분위기, 다양한 특성  
    을 유지하여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①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부의 사대문 안 도심부의 독특한 역사성
과 장소적 특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낙후한 
도심부를 살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계획 방향을 통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도심부 공간의 
각 특성에 맞게 지구를 설정하여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특성보존
지구, 자율갱신지구, 재개발지구, 종합정비지구로 분류된다. 토지 이용의 
관리 측면에서는 도심핵지역, 도심상업지역, 도심서비스지역, 도심복합용
도지역, 도심형산업지역, 혼합상업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도심주거지역으
로 지역을 구분한다. 위 두 구분의 특성에 따라 개발 밀도의 측면에서 용
적률 및 건폐율 관리, 건축물 높이 관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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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북창동 도시 공간은 특성보존지구로 설정되어있다. 특성보존지구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유지
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지구이다. 이에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서 북창동 지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창동 도시 공간은 도심부의 특성이 보존되어 있는 지구
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른 특성보전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은 토지 이용의 측면에서 도심상업지역으로 분류
된다. 도심상업지역은 서울 도심부 공간에서 상업중심지 역할을 하며, 이
는 백화점, 도소매 상업기능, 위락 업종이 입지하는 지역이다. 이때, 북창
동 도시 공간은 소매 상업과 위락시설이 위치하는 도심상업지역으로 인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재개발 해제와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117)

  2000년대 초반, 도시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다. 이전에는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인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기
반으로 한 상세 계획으로서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도시 계획이 수립되
었다. 이것이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과 그에 따른 “북창동구역 재개발
사업계획”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건축법 제60조에 
의한 도시 설계와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에 의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
획’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 또한 기존 계획
인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이 해제되고,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
획”(2005)이 수립되었다. 

117) 서울특별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05
     4.2.3의 내용은 위 도시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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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계획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설립 목적

  기존 계획인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을 해제하는 이유는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①기존 계획에서 재개발사업 시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과 합필 시 소규  
    모 필지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①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고 있지 못하여 건물이 노후
하고 도시 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118)

  이를 통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수립의 주된 목적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북창동 도시 공간은 도심부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②북창동만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③도심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한다.

  특히, ①에서 도심부의 특성을 유지하고 양호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계획적 관리를 실현한다고 계획한다.

  2) 계획 범위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의 계획 범위는 기존 계획인 “북창 도
시환경 정비계획”(1984)의 범위에 한국은행 부지를 추가한 범위이다. 

118) 이러한 원인으로 기존 계획의 가로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공공용지, 동사무  
  소, 파출소, 소방파출소를 계획 내용에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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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4_16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공간 범위> 

  3) 획지 계획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획지 계획은 기존 계획인 “북창
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설정한 획지와 같이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기존 필지를 합필하는 방향으로 계획 방법을 변경하
고, 최대획지규모 개념을 도입하여 간선부와 이면부를 구분하여 획지를 계
획하였다. 최대획지규모는 간선부 6,000㎡, 이면부 2,000㎡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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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4_17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획지 계획>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의 획지는 총 99개로 계획되었다. 이
는 기존의 필지들을 합필하여 구성하는 방식이다. 각 획지는 계획적 개발 
단위로서 도시 계획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획지 내 개별 필지의 건축 행위
는 규제되며, 획지 규모로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삼았다.119) 각 획지의 설
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기존 동일 소유인 필지
  ②공동 소유로 인한 공동 개발이 이루어진 필지

119) 자세한 사항은 <부록_1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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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건축이 불가능한 맹지형 필지
  ④가로변 결절점 및 가각부의 중요 지점에 입지한 필지
    (계획적 공동개발을 통해 지구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지)

  ⑤도로 신설 및 건축선 후퇴로 개별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

  99개의 획지 중 북창동 73-1번지 일대의 필지 28개를 합필한 획지 44
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북창공원과 그와 연계된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었
다. 북창공원의 설립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북창동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부여한다. 
  ②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중심 거점 역할을 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 
보행 동선과 연계성을 높이며, 휴식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

  ①의 경우, 열주, 조명, 시계탑, 상징문주, 조형물 등을 설치를 통해 실
현한다고 한다. ②의 목적은 도심 내 관광객 및 시민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함이라 서술한다.

  지하주차장 신설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토지의 입체적 효용도를 높인다. 
  ②주차장 설치면제지역 내의 최소한의 주차 수요 확보이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에
서 계획된 공공용지는 해제하였지만 새로운 공공공지를 계획하였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①보행집결점인 주요 교차로 가각부에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일시적  
    휴양 공간을 제공한다.(공공공지1)
  ②대규모 필지에서 보행 우회 동선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보행로 역할을  
    하는 쌈지형 공지를 조성한다.(공공공지1)



- 96 -

  4) 용도 계획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의 용도 계획은 불허용도와 권장
용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계획한다. 

 

<그림_4_18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용도 계획도>

  불허용도의 경우, 북창동 도시 공간 전체의 1층 전면에 대해 위락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를 계획하였다.(불허용도A·B·C· 

D 지역) 특히, 남대문로5길 변은 모든 위락시설이 금지되었다.(불허용도D 지

역) 북창동 도시 공간 전체의 전 층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의료시설 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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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과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
프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금지되었다.(불허용도A·B·C·D 지역) 이중 간
선가로 변과 남대문로5길 변은 창고시설, 공장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
차관련시설이 추가로 금지되었다.(불허용도A·D 지역)120) 
  권장용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간선가로 변과 남대문로5길 변의 1층 
전면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전시장을 권장하였다.(권장용도1·4 

지역) 또한 남대문로5길 변은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를 추가로 권장하였다. 
남대문로5길 변을 제외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문판매점을 권장하였다.(권장용도2·3 지역) 북
창동 도시 공간에 입지하는 건물 전 층의 권장용도는 다음과 같다. 간선가
로변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이 계획되었
다.(권장용도1 지역) 남대문로1길 변의 경우,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
설이 계획되었다.(권장용도2 지역) 남대문로1길 변을 제외한 북창동 도시 공
간 내부의 경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권장되었다.(권장용도3·4 지역) 또한 지
하층에 대해서 간선가로 변의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문판매점을 권장하였다.(권장용도1 지역)121) 

120) <그림_4_14> 및 <표_4_5>의 지역 구분이다.
121) <그림_4_14> 및 <표_4_5>의 지역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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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용 
도
계 
획

용도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방화지구

불허용도 권장용도

1
층
전
면

A
-위락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투전   
기업소, 카지노업소

1
층
전
면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B 2 -제1,2종 근린생황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문 판매점C 3

D -위락시설 4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전
층

A

-단독주택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
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있는 골프장
-창고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전
층

1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D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

B
-단독주택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   
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있는 골프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C 4

지
하
층

A

-
지
하
층

1
-제1,2종 근린생황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문 판매점B

C 2
-3

D 4

<표_4_5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용도 계획 요약>

  5)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건폐율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 
전 범위가 기존 60%이하로 동일하게 설정되어있으며, 완화 조건을 만족시
키면 최대 80%이하까지 허용된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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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4_19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도>

  용적률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을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
다. 또한 각 획지별로 완화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준 이상을 허용 가능하게 
하였다. 간선가로변 중 세종대로 변과 소공동특별계획구역 및 한국은행 부
지(C-1 지역)는 기준 500%이하, 허용 600%이하로 계획되었다. 간선가로인 
남대문로 변과 세종대로18길 변(C-2 지역)은 기준 450%이하, 허용 550%이
하로 계획되었다.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는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
정되어 있다. 남대문로1길 변(C-3 지역)과 남대문로5길 변(C-4 지역)은 기준 

122)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의 완화 조건은 <표_4_6>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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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이하, 허용 500%이하로 계획되었다. 이를 제외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C-5 지역)는 기준 350%이하, 허용 450%이하로 계획되었다.123)

  높이 계획도 마찬가지로 북창동 도시 공간을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또한 용적률과 마찬가지로 완화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준 이상
을 허용 가능하게 하였다. 간선가로 변 중 세종대로 변과 소공동특별계획
구역 및 한국은행 부지(C-1 지역)는 기준 80m이하, 허용 90m이하로 계획
되었다. 간선가로인 남대문로 변과 세종대로18길 변(C-2 지역)은 기준 60m
이하, 허용 72m이하로 계획되었다.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는 3개의 지역
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남대문로1길 변(C-3 지역)과 남대문로5길 변
(C-4 지역)은 기준 40m이하, 허용 48m이하로 계획되었다. 이를 제외한 북
창동 도시 공간 내부(C-5 지역)는 기준 25m이하, 허용 30m이하로 계획되
었다.124)

주요 사항 요약

건폐율
및

용적률

일 반  적 용
건폐율(기존/허용) 용적률(기존/허용)

60%이하/~80%

C-1 500%이하/600%
C-2 450%이하/550%

C-3/C-4 400%이하/500%
C-5 350%이하/450%

-대지일부공공시설부지
  60%×[1+(공공시설부  
  지/대지면적)] 이내
-획지계획준수/4층이하
  70%
-획지계획준수/3층이하
  80%

-획지단위 공동개발/지하공동개발/합벽건축
-전층권장/특정층 권장
-공개공지/쌈지형,침상형공지/건축한계,건축지정선
-보행통로
-지하철,지하보도/1층부 아케이드
-옥상녹화/빗물이용시설
-공동주차통로,출입구/공동주차장

높이제한

C-1 C-2 C-3/C-4 C-5
80m/90m 60m/72m 40m/48m 25m/30m

-공공시설부지제공
  -기준최고높이×[1+(공공시설부지/대지면적)
  -최고높이 완화범위 한계=기준최고높이의 20%이하(90m초과 불가)

<표_4_6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요약>

123) <그림_4_15> 및 <표_4_6>의 지역 구분이다.
124) <그림_4_15> 및 <표_4_6>의 지역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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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10년대 초반 현황과 도시 계획

  4.3.1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 2010년대 초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이 계획되는 당시인 2010년 초반의 북
창동 도시 공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블록, 가로, 필지, 건축물, 주요용도 
측면에서 2000년대 초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림_4_20 2010년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의 변화> 

  그러나 2012년 이후 일부 점적으로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던 
건물보다 큰 규모와 다른 성격의 용도가 입지하기 시작한다. 이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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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3년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상 일부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획지 규모 및 
용도 계획의 변화에 영향이다. 이에 총 6개 지역에서 점적으로 변하였다. 
이중 3개는 완공되었으며, 1개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2개는 건축 예정이
다.

  완공된 3개의 건물은 다음과 같다. 남대문 시장 방향으로 남대문로5길 
변의 소규모 업무 시설이 입지한 지역이며, 소규모 필지들이 하나의 대규
모 필지로 합필되어, 호텔이 지어졌다. 또한 남대문로1길 북쪽에 위치한 
소규모 상업 용도가 입지란 지역이며, 공동개발 형태로 여러 소규모필지에 
걸쳐 상업시설이 지어졌다. 마지막 지역은 남대문로 변에 위치한 대형 건
물이이며, 기존 대규모 필지에 재건축되어 호텔이 지어졌다.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남대문로 변과 세종대로 변에 걸쳐 공영주차
장과 업무시설이 입지했던 지역이며, 복합 상업시설이 지어진다. 건축예정
지는 한국은행 부지와 소공동특별계획구역이다. 한국은행 부지에는 현상설
계를 통해 한국은행관련 복합 업무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다. 소공동특별계
획구역은 대규모 호텔 및 상업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즉, 2010년대 초반의 북창동 도시 공간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재정
비로 인해 기존에 점유하던 건물의 규모 및 용도의 성격이 다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4.3.2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 2000년대 초반 이후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 이후의 도심부 도시 계획
은 크게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과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이다. 
두 계획 모두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과 같이 서울 도심부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였다. 그러나 두 계획은 계획 목
적 부분에서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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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과 북창동 도시 공간125)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의 성격은 이전 계획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
심부 발전계획”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도심부 공간 자체의 도시 
계획이기보다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의 주요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울 도심부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
과 같다.

  ①서울 도심부 지역의 600년 역사의 전통을 살리면서 국가의 미래 경쟁  
    력을 강화한다.
  ②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한다.
  ③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발  
    전하는 필요한 전략사업을 발굴한다. 

<그림_4_21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범위>126)

125)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2007
     1)의 내용은 위 도시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126)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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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의 공간 범위는 서울 도심부 공간으로 설
정한 범위이다. 

  이 계획에서 당시 서울 도심부 공간의 현황에 대해 긍정적 요소와 부정
적 요소를 서술한다. 긍정적 요소의 경우,

  ①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심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②기존 재개발 방식 이외에도 기존 건물의 개보수를 통한 갱신이 이루  
    어지고 있다.
  ③명동, 인사동 등 주요 명소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④다양하고 인간적이며 활력 있는 도심부의 특성이 보강되고 있다.
  ⑤대중교통망, 문화시설, 역사자원의 지속적 복원 등에 대한 지속적 투  
    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다.

  부정적 요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장기적 관점에서 역사자원 복원의 미흡 및 접근성이 취약하다.
  ②도시 기능의 관점에서 국제화 및 정보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③특성화 지역의 환경 개선이 미흡하다.
  ④서울 도심부 내 휴식 공간이 편중되어있다.
  ⑤보행은 증가하였으나 보행환경이 단절되어 있으며, 연계가 부족하다. 
  ⑥가로활력의 저하로 인해 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적다. 

  이중 특히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추진 장기화로 서울 도심부의 물리적 쇠퇴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이 정체되고 있다.
  ②도심부 집중 억제 시책의 여파로 일부 지역의 물리적 쇠퇴가 지속되  
    고 있다. 
  ③도심 기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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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다. 
  ④대형 철거형 재개발로 도심 특유의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도시 구조   
    등의 도심부 특성이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의 계획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서울 도심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
  ②서울 도심부의 경제 활력을 강화
  ③창조적 미래형 도시를 구축
  ④매력 있는 서울 도심부 공간을 창출

  ①의 경우, 600년 고도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 도심 경쟁력을 위한 자원
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②에 대해서는 디자인, 패션, 관광, 금융, 보
험 등 신 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③의 경우는 세
계화, 정보화, 자원화,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④에 대해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광장, 공원, 보행 공간, 
매력 있는 건물,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의 편의 및 활력을 위한 공간 마련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은 서울 도심부 공간의 남북 축을 설정하여 이루어
진다. 각 축은 서울 도심부 공간에서 주요 거점과 명소를 중심으로 연계시
켰다. 총 4개의 축을 설정하였으며, 각 축에 대해 세부적 사항을 계획하였
다.
  ① 1축, 역사문화 축: 경복궁-서울광장-숭례문-서울역-남산
  ② 2축, 관광문화 축: 북촌-인사동-명동-남산
  ③ 3축, 녹지문화 축: 종묘-세운상가-남산
  ④ 4축, 복합문화 축: 대학로-동대문운동장-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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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축 중 북창동 도시 공간은 1축인 역사문화축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 상징가로로서 역할을 하지만 주요 명소의 노후화를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북창동 도시 공간의 경우는 전통 상업으로서 주요 명소 중 하나로 인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낙후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지역이
미지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도심전체의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특히 북창동은 전통적으로 음식점이 특화된 지역이었으나 유흥업소의 
점진적 입지와 업종 변경, 이로 인한 방문객의 감소로 상권이 침체되고 장
소적 특성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은 주변 남대
문, 명동, 시민광장, 덕수궁 등의 관광 명소가 밀집한 중간지역에 입지한
다. 그러나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침체는 도심 전체의 관광 활성화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에서는 북창동 도시 공간을 관광 특구
로서 활성화 시키려는 사업을 구상한다. 북창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북창동 전통 음식거리를 중심으로 장소적 가치와 상권을 되살려 지역 경
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보행 위
주의 음식거리를 조성, 골목길 정비 및 개선, 주요 지점의 공동개발을 통
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구단
위계획 상의 북창 공원을 보행 우선거리와 연계하여 북창동 전 지역을 24
시간 즐길 수 있는 도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2)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과 북창동 도시 공간127)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이후의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은 “역사도심 기

127)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발전계획”, 2015
     1)의 내용은 위 도시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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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2015)이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의 내용이 주로 사업 
유도와 경제적 관점에서의 활성화였던 것과 달리 역사적 관점과 도시 공
간 자체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의 역사 도심을 정의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역사적 수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며, 경제와 생활의 중심지, 문  
    화와 여가의 중심지
  ②시민 마음의 중심지이며, 기억과 이야기의 창고, 안식처이다.

  또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서울 도심부 공간의 인식이 이전 계획 
때와는 달라졌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개발 형식이 아닌 도심부의 사라져가는 역사성과 장소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②역사적 장소를 통한 도시 재생의 경험의 증가로 역사적 자산과 장소  
    를 보전 및 활용하는 것이 도시 재생 효과를 주는 것을 경험하였다.
  ③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이 지난 40년간 개발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환경  
    보존을 필두로 하는 보전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 목적을 
서술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기존의 지정된 문화재 외에 다양한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자원을 발견 및 그 의미를 고찰하고 보전 대상으로 제안  
    한다.
  ②이전의 도시 계획보다 보다 연속적이며, 세부 도시 계획인 지구단위계  
    획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①을 통해 도시 계획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라 서술한다. 또
한 ②의 경우는 도심부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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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조성하여는 정책적 특성과 상관관계에 놓여있다고 한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존 서울 도심부 공간으로 설정
한 공간에서 확장하였다. 확장된 범위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그 주
변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울 한양 도성 내부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_4_22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128)

  이 계획에서 역사도심으로 설정한 범위의 도시 공간에 대해 부정적 요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서술한다. 부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도심부의 역사적 특성이 훼손되었다.
  ②역사문화자원 및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이 미흡했다.
  ③서울 도심부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④도심 산업의 정체로 인해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었다.
  ⑤서울 도심부 공간의 물리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쇠퇴하였다.

128)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발전계획”, 201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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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교통이 혼잡하며, 보행환경은 여전히 불편하다.
  ⑦기후변화, 화재 등으로 인해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악취 열섬  
    등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①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통해 서울의 원형이 
훼손되었으며, 철거형 재개발로 인해 다양한 장소 및 역사문화자원이 파괴
되었다고 서술한다.

  긍정적인 요소의 경우,

  ①도시 계획에 대한 시민 의식이 변하고 있다.
  ②역사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소의 재발  
    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국내 및 국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④창작, 예술, 여가, 업무에 관련 새로운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계획 큰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역사 도심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한다.
  ②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심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가능케 한다.
  ③중추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④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큰 계획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설정하여 각 항목별로 세
부적인 계획을 구상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삶의 흔적이 쌓여 역사가 되는 도심
  ②보행이 편리하고 매력 있는 도심
  ③특색 있고 살기편한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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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
  ⑤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①의 경우는 역사문화자원 범위의 확대, 관리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지
역 재생을 유도하여 실현하고자 한다. ②에 대해서는 보행공간의 매력 증
진과 역사문화자원 범위의 확장으로 포함된 옛길을 보행환경 개선 및 대
중교통 중심의 교통수요 관리하고자 한다. ③의 경우,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주거지 지원,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 추진, 상업
지역 내 도심형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④는 특화된 
도심형 산업 거점 육성,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 창조사업 육성 지원,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⑤의 경우, 안전취약지
역 방재대책 및 도시 환경의 쾌적성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하였다.

  이러한 각 이슈별 대책을 설정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공간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공간관리계획을 계획한다.129) 이러한 단계를 거쳐 
이전 서울 도심부 공간을 기능적 성격으로 구분하던 것과 달리 유사한 공
간적 특색을 보유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지침을 계획한다. 이
는 경복궁 서측지역, 북촌·인사동·돈화문로지역, 대학로 주변지역, 세종대
로 주변지역, 세운상가 주변지역, 동대문 주변지역, 남산 주변지역으로 구
분한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총 1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 
상세 사항을 계획한다. 지역별 관리 유형은 크게 특성관리지구, 일반관리
지구, 정비관리지구로 구분하여 관리 계획한다.

  북창동 도시 공간은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에서 세종대로 주변지역
의 남대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성관리지구로 설정되어있다. 이
때, 세종대로 주변지역은 도심의 행정,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129) 공간 관리 방향은 자연, 역사 골격을 존중하며 재생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기 위한 단계이다. 주요 공간관리계획은 관리의 유형, 높이 관리, 역사자  
  원 관리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 111 -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한다. 또한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보유하여 서울 600년 역사와 근·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공
간으로 인지한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주요 근대문화유산이 남
아있는 지역으로 서술한다. 대표적으로 북창동 붉은 벽돌 창고, 남대문 빌
딩, 2층 한옥 상가 등과 지정문화재인 한국은행본관이 입지한다. 이를 통
해, 북창동 도시 공간은 오늘날까지도 일제강점기에 번화했던 식음료 상업
지역의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이어
져온 옛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는 현재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주요 가로인 남대문로1길과 남대문로5길로 이어지는 일부 가
로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역사적 장소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역사 자원의 
보존 및 활용이 미비하여 근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 관리가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하다.  
  이러한 사항들과 함께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에서는 이전 도시 계
획들을 수합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4.3.3 재정비를 거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130)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
의를 거쳐 재정비가 결정되어 2014년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로 
수정되었다.131) 이는 시기적으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과 맞닿아있

130) 서울특별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14
     4.3.3의 내용은 위 도시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 대한 재정비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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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내용적으로는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과 연관된다. 이때 주요 
수정 사항은 획지 계획과 용도 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이다.

  1)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목적

  기존 도시 계획인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이 폐지되고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로 재정비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이 양호하게 개  
    선되지 않았다.
  ②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북창동 도시 공간과 맞지 않은 요소들이 대수   
    존재한다.
  ③주변 여건의 변화 및 관련 제도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하며, 실현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 
  ④도시 기능을 증진하고자 한다.

  2) 계획 범위

<그림_4_23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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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공간적 범위는 설정한 북창동 도시 
공간으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과 동일하다.

  3) 획지 계획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의 획지 계획은 기존 계획인 “북
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가장 많이 수정된 부분이다. 기존 계획
에서 최대획지규모를 간선부 6,000㎥, 이면부 2,000㎥이었던 사항에서 간
선부에 대해 4,000㎥로 축소시켰다. 이는 간선부의 평균 가구 면적을 고
려한 정적 규모의 개발을 위함이라 서술한다. 

   

<그림_4_24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가구 및 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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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는 획지개념보다 큰 면적의 가구 
개념을 도입한다. 설정된 가구는 각 가구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 획지 
규모로 계획하였다. 이에 기존 99개의 획지는 폐지하고 총 19개의 가구를 
설정하였다.

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최대 획지 규모
위치 기존 변경

간 선 부 6,000㎡ 4,000㎡
이 면 부 2,000㎡ 2,000㎡

변 경 사 유
- 간선부 평균 가구면적을 고려한 적정규모.

-주민 주도의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통해 실현 증가
획 지 계 획

-계획적 개발 단위인 획지선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  
 건축이 규제.
-가로변 결절점 및 가각부의 주요지점에 입지한 필지들은 계획적 공동 개발을 통해  
 지구환경 개선에 역할.
-기 공동개발/기 동일소유/맹지형 필지.

가구계획 공동개발
개수 내용 지구단위계획 전지역 보행자

19
-획지단위에서 

좀 더 큰 가구단위로 
변화.

공동 
개발

(지정)

공동 
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
개발

공동
개발

(특별)
세장형

과소필지
맹지

공동소유
기공동

부정형
적정개발

주민
자율적 
의사

원활한
보행통행
상업가로
활성화

기반시설

<표_4_7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획지 계획 주요 사항>

  각 가구 내 획지는 기존 계획에서는 획지 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가 
불가했던 것과 달리 허용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여 계획하였다. 이는 공동
개발(지정)획지, 공동개발(권장)획지, 자율적 공동개발획지로 구분된다. 이
와 더불어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은 공동개발(특별지정)을 설정하였다. 공
동개발(지정)획지는 이전 계획의 획지 개념과 동일하게 획지 내 개별 필지
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공동개발(권장)획지는 해당 획지 내 다수의 공동
개발(지정)획지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유도한다.132) 이로 인해, 총 



- 115 -

99개의 획지로 지정되어 북창동 도시 공간의 기존 필지보다 큰 규모로 개
발되어야 하였던 사항은 중·소규모 개발로 전환되었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인 북창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폐지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북창공원: 계획 위치에서 공원의 효용성이 떨어지며, 해당 지역의 소  
            : 규모 상업 용도의 상가를 유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②지하주차장: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북창동 도시 공간으로 접근이 용이  
             :  하며, 보행 위주의 주차 정책에 따름이다.    

  또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공공공지에 대해 ‘공공공지 1’을 폐지한다. 
이는 북창공원 폐지 이유와 동일하다.
  
  4) 용도 계획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용도 계획은 이전 계회에서 지역별
로 특성을 구분하여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를 설정하였던 것과 달리 이를 
단순화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비슷한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세분된 용도 계획을 단순화한다.
  ②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용도를 계획한다.      

  불허용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전 계획에서는 북창동 도시 공간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이를 1층과 전 층으로 다시 세분하여 계획하였다. 그
러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는 지역 구분 없이 북창동 도
시 공간 전역에 대해 전 층만을 불허용도를 규제한다. 그 사항은 단독주택 

132) 자세한 사항은 <부록_19>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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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운동시
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창고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이다. 
  권장용도의 경우 또한 불허용도와 마찬가지로 북창동 도시 공간에서 지
역별 구분 없이 계획한다. 그러나 불허용도와 달리 1층과 전 층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정한다. 1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
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연장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
장이다. 전 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으로 설정한다.

주요 사항 요약

용 
도
계 
획

용도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방화지구

기존 용도계획
-간선가로변/옛물길거리/음식문화거리/화폐의 거리로 
 나눠서 용도계획.
-각 지역별로 용도계획이 차이.

변경 용도계획
-비슷한 입지여건 고려하여 세분된 용도계획 단순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용도계획.

불허용도 권장용도

전
층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 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있는 골프장
-창고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1
층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전
층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표_4_8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용도 계획 주요 사항>

   용도 사항에 대해 이전 계획인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과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불허용도의 경우는 이전 계획에서 위락시설이 설정되
어 있었지만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는 제외되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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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로 설정된 용도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권장용도는 간선가로 변
에 적용되었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 북창동 도시 공간 전 지역에 
설정되었다. 또한 남대문로5길 주변에 설정되어 있던 업무시설 중 금융업
소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권장되었던 관광편의시설이 제외되었다. 그 
외의 권장용도로 설정된 것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5)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그림_4_25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용적률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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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 건폐율 계획은 이전 계획과 같이 
북창동 도시 공간 전 범위에 대해 기준 60%이하로 동일하게 계획한다. 그
러나 이전 계획에서 건폐율 완화 조건을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였
던 것과 달리 획지의 성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변하였다.133) 이
는 이전 계획에서의 획지 해제와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위함이라 서술한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 용적률 계획은 이전 계획에서 5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던 것과 달리, 간선부와 이면부 2개의 
구역으로 간소화시킨다. 간선부의 경우는 기준 500%이하, 이면부는 기준 
400%이하로 설정하였다. 이에 완화 조건을 만족하면 두 경우 모두 6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일부 획지에 대해서는 720%이하까지 허용한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 높이 계획은 용도 계획 및 건폐
율 계획, 용적률 계획이 단순화된 것과 달리 이전 계획과 유사하게 구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계획하였다.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선가로 
변 중 세종대로 변과 소공동특별계획구역 및 한국은행 부지(C-1 지역)는 기
준 80m이하, 허용 90m이하이다. 이는 이전 계획과 동일하다. 간선가로 
변 중 남대문로 변과 세종대로18길 변(C-2 지역)도 이전 계획과 동일하게 
기준 60m이하, 허용 72m이하이다.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남대문로1길 
변과 남대문로5길 변(C-3 지역)은 이전 계획에서 기준 40m이하, 허용 48m
이하였던 것이 각각 50m이하, 60m이하로 변경되었다. 이를 제외한 북창
동 도시 공간 내부의 경우(C-4 지역)는 이전 계획에서 기준 25m이하, 허용 
30m이하였던 것이 각각 35m이하, 42m이하로 변경되었다.   

133) 공동개발(지정)획지, 공동개발(권장)획지, 자율적 공동개발획지, 공동개발(특별지정)획  
  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의 공동개발(특별지정)획  
  지의 경우는 완화 조건 만족 시 80%이하까지 허용한다. 



주요 사항 요약

건폐율
및

용적률

기 존 내 용
건폐율(기존/허용) 용적률(기존/허용)

60%이하/~80%

C-1 500%이하/600%이하
C-2 450%이하/550%이하

C-3/C-4 400%이하/500%이하
C-5 350%이하/450%이하

변 경  내 용
이
유

-획지 해제 및 
 상업가로 활성화 -관광특구로서의 위신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
용 60%이하/~80%

간선부 500%이하/600%이하
이면부 400%이하/6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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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_4_26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높이 계획도> 



 

-공동개발(특별지정))
 대지일부공공시설부지
 60%×[1+ (공공시설부   
지/대지면적)] 이내
 (80% 이하)
-지구단위계획
 대지일부공공시설부지
 60%×[1+ (공공시설부   
지/대지면적)] 이내
 (70% 이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지면적 500㎡이하
  - 개방 형화 장실 / 옥 상   
  녹화
(70%이하)

예외사항

-획지 24/획지 61
  500%이하/720&이하

-획지 87
  400%이하/720%이하

높이제한

기 존 내 용
C-1 C-2 C-3/C-4 C-5

80m/90m 60m/72m 40m/48m 25m/30m
변 경 내 용

간선부 이면부
C-1 C-2 C-3 C-4

80m/90m 60m/72m 50m/60m 35m/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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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_4_9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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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창동 도시 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                         
                              5.1 기능적 접근: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
                              5.2 도심부 특성의 해석: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5.3 실현 가능성의 추구: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과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은 같은 흐름을 
통해 계획된다. 이를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제 현황을 판
단한다. 그 후 판단한 현황을 기반으로 계획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
에 따른 상세 사항을 계획한다. 최종적으로 계획한 사항을 통해 계획에서 
목적한 해당 도시 공간의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림_5_1 각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과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의 흐름 및 관계>

  이상적인 두 도시 계획의 흐름은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그에 맞
는 계획의 목적, 방향, 상세 사항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획 실
현 후의 해당 도시 공간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과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도시 계획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각 시기별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을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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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능적 접근: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

  5.1.1 기능적 접근과 재개발에서의 물리적 환경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과 그에 따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
계획”(1985)은 현황 판단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주변 도시 공간
들과의 관계, 북창동 도시 공 간 자체에 모두 해당한다. 또한 도시 공간의 
비 물리적 요소에 해당하는 용도와 물리적 환경 또한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초반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용도는 유흥, 음식, 
음료, 업무, 선매 등이다. 이러한 용도는 평균 140.6㎥의 필지, 평균 층수 
5층인 건물에 입지하여 있었다. 이중 지구 내부의 건물 중 상당수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있었다. 또한 남대문로1길, 남대문로5길과 같은 일부 가로
를 제외하고는 좁은 가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림_5_2 1980년대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134)

134)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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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성을 가지던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을 “북창동구역 재개발
사업계획”(1985)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이 주변 도시 공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이 가진 물리
적 환경의 특성보다 이를 점유하고 있는 용도의 특성을 주된 현황으로 판
단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간선가로 변을 따라 북창동 도시 공간에 입지하고 있는 업무 용도는 대
업무용도이며, 주변 도시 공간에 입지한 다른 업무 용도를 보조해주는 업
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즉, 북창동 도시 공간에 입지하는 용도의 성격 자
체가 주변 도시 공간을 보조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입지하고 있는 유흥, 식음료 상업용도는 
주변 도시 공간에 입지하는 업무 시설의 종사자들이 24시간 동안 북창동 
도시 공간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요소이다. 특히, 남대문로1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흥 용도는 주변 업무 용도의 종사자들이 그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관계자 및 국내외 바이어 등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
였다. 이는 주변 도시 공간에 입지하는 업무 용도의 종사자들이 북창동 도
시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이들의 업무 행위 자체를 유지할 수 있
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이었다. 즉, 이 역시 사람들의 이용하는 방식, 활동
으로서 북창동 도시 공간이 주변도시 공간을 보조해 주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에서 북창동 도시 공
간의 주요 현황에 대해 주변 도시 공간의 업무 자체를 보조하는 역할과 
업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두 가지로 판단한 것이다. 이
는 용도의 성격 자체와 북창동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의 성
격이 주변 도시 공간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에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해 기능적
으로 접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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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에서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
리적 환경 또한 기능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
리적 환경을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에서 판단하는 방식을 통
해 알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은 지구 내부를 중심으
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었다. 또한 소규모 필지와 낮은 건물들이 많았다. 
이러한 물리적 현황을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에서 서울 도심
부 공간의 도시화로 인한 세분화된 기능들과 그에 대한 공간 수요를 입체
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낙후된 도시 환경으로 
인해 주변 도시 공간에 비해 북창동 도시 공간의 활동과 기능들이 낙후되
어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
능을 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이는 규모가 작고 층이 낮은 
물리적 환경을 단순히 기능을 담아내지 못할 환경으로 인식한 것이다. 즉, 
물리적 환경의 현황 역시 기능적 접근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용
도, 또한 이러한 용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통한 판단 계
획의 목적을 설정한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기능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에 맞는 기능을 확충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활동 및 기능과 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고유 기능을 연계하여 북창동 도시 공간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북창동 도시 공간의 고유 성격으로 보존시키고자 하
였다.  
  이는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의 계획 목적 역시 북창동 도
시 공간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을 개선
시키고자 한 것 역시, 낙후된 환경 자체에 대한 개선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기존 기능을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에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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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하게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즉,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
획”(1985)은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 북창동 도시 공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주변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를 전제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
리적 환경을 설정된 용도의 기능적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 및 
바꾸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기능적 접근을 통한 현황 판단과 그에 따른 도시 계획의 목적은 “북창
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용도 계획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계
획 업종을 해당 지역의 입지한 업종 중 목적에서 설정한 기능적 역할에 
부합하는 성격의 업종을 선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용도에 대한 
상세 계획의 내용을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용도에 대한 상세 계획에서 지구 내부의 기존 입지 업종인 위락, 판매, 
음식과 관련된 업종을 그대로 입지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또한 이에 대한 
보완과 정비를 계획하다. 또한 태평로(현 세종대로), 남대문로 변을 따라 업
무 기능을 계획하는데 이때, 업무 용도의 성격을 대 업무 역할로 계획한
다. 이러한 기존 입지용도의 유지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을 계획한다. 
  이를 통해,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주변 도시 공간을 보
조하는 역할인 기존 입지용도를 주요한 용도계획 사항으로 설정한 것에서, 
기능적 접근을 통한 현황 판단을 통해 계획 용도를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기능과 특성을 강화시키는 업종을 
계획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의 용도 계획은 현황 판단과 계획 
목적에서와 같이 도시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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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 접근을 통해 계획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그리
는 물리적 환경은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다음과 같이 
바꾸려 하였다.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980년대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
는 389개 필지가 있는 도시 공간이었다. 한국은행 부지를 제외한 필지들
의 평균 면적은 140.6㎥이며, 그 안에 지어진 건물의 평균 층수는 5층이
었다. 또한 평균 용적률은 295%이었다. 즉, 구역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북창동 도시 공간은 평균적으로 소규모 필지 및 저층 건물이 입지하는 도
시 공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기존 물리적 환경을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요인들과 전혀 다른 재개발을 통해 바뀌기를 의도하였다. 이는 
공간 구조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방법이었다. 
  획지 계획에서는 기존 골격을 유지하고자 하였음에도 기존 389개 이상
의 필지를 36개의 획지로 구성하였다. 각 획지 안에서는 개별적 건축 행
위가 불가하였다. 이는 평균 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140.6㎥에서 
1,862.9㎥로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을 구성하던 블
록, 가로, 필지를 재편성하여 새로운 블록과 가로를 설정하고, 일부 가로
들은 확장 및 직선화를 계획하였다. 이를 태평로·소공로 변과 남대문로 
변, 지구 내부 순으로 규모가 작아지도록 구분하여 블록을 설정하였다. 특
히,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경우는 좁은 가로만 형성되어있던 하나의 블
록이 8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그 중앙부에 상당 규모의 공원 부지를 계획
하였다. 8개의 블록은 十형태로 교차하는 직선화된 가로로 구분된다. 즉, 
소규모 필지와 좁은 가로들을 13배 이상 커진 대규모 필지와 2배 이상 확
폭된 직선형, 十형의 가로로 바꾸려고 계획하였다.
  건폐율 계획에서는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의 건폐율인 60.6%(가로 포함)

을 45%(가로 제외)로 바뀌려고 하였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에서 건물들
이 매우 밀집되어 있던 하나의 군집으로서 존재했던 상황을 각 건물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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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을 두고 독립적으로 서있는 형태로 바꾸려 한 것이다.
  용적률 및 높이 계획은 용도 계획에서와 같이 태평로·소공로 변과 남대
문로 변, 지구 내부 순으로 규모가 작아지도록 계획하였다. 태평로·소공로 
변의 경우는 용적률 600-670%, 높이 15-20층의 건물이 입지하는 공간으
로 계획하였다. 남대문로 변은 용적률 400-600%, 높이 15-18층의 건물이 
입지하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지구 내부는 용적률 250-400%, 높이 
5-10층의 건물이 입지하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높이 5층, 용적률 295%를 대부분이 15층 이상의 높이와 400% 
이상의 용적률을 품은 건물이 서있는 공간으로 바꾸려 한 것이다. 

<그림_5_3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안과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135)

  즉,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에서는 위와 같은 계획을 통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인 환경을 기존의 모습에서 바꾸려고 하였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 전체가 대규모 필지와 직선화 및 十형의 가로를 
가진 전혀 다른 공간 구조로 바꾸려 한 것이다. 또한 간선가로를 따라 
15-20층 높이를 가지는 대규모 건물이 입지하고, 지구 내부는 그보다 좀 
작은 10층 높이의 건물이 점유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였다.

135)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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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에서 그리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한
마디로 재개발의 일반적인 모습과 같다.

  결과적으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그 안에서 대규모의 고층 건물들이 입지하는 공간으로 
바꾸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계획 목적에서 추구하던 주변 
도시 공간을 보조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계획 용도를 최대한 
많이 입지시키려고 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재개발을 통해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에 용도들이 입지
했던 면적보다 더 키워, 북창동 도시 공간이 해오던 기능적 역할을 양적으
로 늘리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도시 공간을 기능 중
심으로 판단한 것과 물리적 환경을 그러한 기능이 입지하는 환경으로서 
판단한 것과 연결된다. 

  종합적으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도시 공간을 기능적 접근을 통해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북창동
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상세 계획을 진행하였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시선으로 보
았을 때 유효하다고 할 수도 있다. 재개발을 통해 변한 물리적 환경은 기
존 물리적 환경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당시 재개발이 서울 도심
부 공간 전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고, 특히 주변 도시 공간의 대부분이 
재개발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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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소결

<그림_5_4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과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의 흐름 및 관계>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기능적 접근을 통해 현황을 판단
하고 계획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또한 그에 부합하는 용도와 물리적 환경
을 계획하였다. 이는 198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당시 재개발이 서울 도심
부 공간 전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고, 특히 주변 도시 공간의 대부분이 
재개발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 공간과 그에 대한 도시 계획이 단순히 기능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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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심부 특성의 해석: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5.2.1 도심부 특성의 해석에 대한 차이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현황 판단과 계획의 목적 및 방향
에서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도심부의 특성’을 용도적·기능적 특성으로
의 접근을 통해 판단하고 계획하였다. 이는 현황에 대한 판단, 도시 계획
의 목적 및 방향과 도시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는 200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
간에 대한 현황을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고 있지 않아 건물이 노후
하고 도시 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도심부의 특성이 잘 보존
되어 있는 도시 공간으로 판단한다. 이에 도심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고, 
북창동 도시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과 이를 통해 설정된 계획 목
적을 바탕으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을 
다음과 같이 바꾸려 한다. 
  2000년대 초반 북창동 도시 공간은 총 390개 필지가 있는 도시 공간이
었다. 필지들의 평균 면적은 238.9㎥이며, 그 안에 지어진 건물의 평균 층
수는 5층이었다. 한국은행 부지를 제외한 필지들의 평균 면적은 173㎥이
다. 또한 평균 용적률은 305%이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도시 공
간을 간선가로 변은 일반 상업 용도와 업무용도, 내부에는 일반 음식점, 
음료 상업과 남대문로1길을 따라서는 유흥업소가 점유하였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획지 계획에서는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4)과 같이 공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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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편성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존 390개의 필지를 99개의 획
지로 합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때, 각 획지 안에서는 개별적 건축 행
위가 불가하였다. 이는 평균 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238.9㎥에서 941.2
㎥으로 약 3.9배 증가하는 것이다. 이를 한국은행 부지를 제외하고 살펴보
면 기존 173㎥에서 684.3㎥으로 약 4배 증가하는 것이다.136) 또한 최대 
획지 규모는 간선부 6,000㎥, 이면부 4,000㎥로 해당 규모까지 개발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획지의 규모는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
로 간선가로 변이 크고,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로 들어갈수록 작다.137) 또
한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북창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하
였다. 이는 총 28개의 영세 필지를 합필하여 1.400㎥의 획지를 조성하는 
방법이다. 
  용적률 및 높이 계획은 이전 계획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의 지
역 구분과 유사하게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지역 구분은 5개이지만 실질적
인 구분은 4개이며, 이는 세종대로 변/소공로 변, 남대문로 변/세종대로
18길 변, 남대문로1길/남대문로5길. 나머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로 구
분된다. 세종대로 변/소공로 변은 용적률 500%(최대600%)이하, 높이 80m
(최대90m)이하로 계획하였다. 남대문로 변/세종대로18길 변은 용적률 
450%(최대550%)이하, 높이 60m(최대72m)이하로 계획하였다. 남대문로1길/
남대문로5길은 용적률 400%(최대500%)이하, 높이 40m(최대48m)이하로 계획
하였다. 나머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는 용적률 350%(최대450%)이하, 높
이 25m(최대30m)이하로 계획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높
이인 5층, 용적률 305%를 상회한다.
  용도 계획의 경우는 기존 입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부를 불허용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유흥업소를 금지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권장용도는 남대
문로1길에 음식 및 음료 상업을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간은 공
연장, 전시장과 관광숙박시설로 계획하였다. 남대문로1길 또한 관광편의시

136) 간선 가로변과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기존 필지의 규모 차이, ‘소공동특별계획구  
  역’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137) <부록_18>를 참조하면 수치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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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계획하였다. 즉, 기존 입지용도 일정 부분만 남겨 놓고, 상당한 범위
의 공간을 관광 관련 용도를 입지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_5_5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의 계획과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

  다시 말해,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는 획지 계획과 용적
률·높이 계획을 통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려고 하였다. 
이는 기존 입지하는 건물들보다 바닥 면적이 약 4배 이상 규모가 큰 물리
적 형태를 조성하려 한 것이다. 간선가로를 따라 최대 약 18-22층 높이의 
건물이 입지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창동 도시 공간 내
부의 경우는 최대 약 7-12층 높이의 건물이 입지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
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바뀐 물리적 환경에 기존의 점유 업종이 아닌 공
연장,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업을 입지시키려 하였다.  
  즉, 북창동 도시 공간의 용도의 특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물리적 환경은 기존의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
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도심부 특성을 
북창동 도시 공간이 가지는 용도적 특성으로만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중 특히, 용도적 특성 또한 기존의 입지용도 중 식음료 관련 상업으
로만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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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심부의 특성을 주변 도시 공간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북창동구
역 재개발사업계획”(1985)과 유사하게 기능적 접근을 통해 해석한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당시 서울 도심부 공간에 필요했던 기능인 관광 관련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서울 도심부 공간 관련 도시 계획인 “청계천 복원
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은 북창동 도시 공간이 지닌 ‘도심부의 특
성’을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과 다르게 해석하였다고 판단된다.

  2000년대 초반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의 특성에 대해 “청계
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서 소규모 음식 상업과 소매, 위
락 시설이 위치하는 도심 상업지역으로 판단한다. 이에 “청계천 복원에 따
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서는 이러한 상업 요소에 대해 도심부의 독
특한 역사성과 매력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북창동 도시 공간을 판단한다. 
  또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이 가지는 서울 도심
부 공간 전체의 계획 목적과 현황에 대한 판단, 전망, 계획 방향은 도시 
공간을 단순 기능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이때, 계획의 목적은 서울 도심부 공간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 번영을 할 수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적인 
모습과 옛 모습이 공존하는 서울 도심부 공간의 특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에서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서울 도심부 공간만이 가지는 특성은 점차 소
멸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하고 인간적인 특성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계획한 주요 목적이 개발과 보존의 조
화이다. 또한 그 목적을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리 방식을 통해 과도
한 고층·고밀 개발을 지양하며, 기존 도심부가 가진 역사성과 인간적 분위
기, 다양한 특성이 유지되는 매력 있는 장소로서 인식하고 서울 도심부 공
간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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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서 지칭
하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 특성’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만은 아니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을 재개발이 금지되고 지역의 특
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
구로서, 특성보존지구로 설정한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림_5_6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 특성>

  즉,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서 지칭하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 특성’은 단순히 용도적, 기능적 특성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들과 연관되어 
판단된 것이다. 특히, 그중 당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의 특성
과 용도의 조합이 대표적인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 특성’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해 
도심부의 특성이 남아 있고, 이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문구만 같을 
뿐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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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계획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과 이와 연관 있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은 ‘도심
부 특성’의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북창동 도시 공간
에 대해 도심부 특성을 보전하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서로 다른 모습의 북창동 도시 공간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에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이 계획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서 
재개발 해제지역으로 설정하고 특성보존지구로 설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 계획 간에 계획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이다.

  5.2.2 유흥업소에 대한 접근 방법과 대처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
부 발전계획”(2004)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위락시설이다. 이러한 위락시설 
중 유흥업소는 북창동 도시 공간을 상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불법적인 유흥업소138)이다. 이는 도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배후 공간에 존재하며 없기 힘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유흥업소는 도시 계획 안에서 양면적 속성을 지
닌다. 공식적인 문서인 도시 계획에서 유흥이라는 특성 자체의 부정적 속
성과 실제로 불법적인 속성으로 인해 이를 배제하거나 없애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유흥업소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
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유흥업소들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용도로서 허가 후, 그 안에 모
습을 감추고 도시 안에서 기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유흥업소를 

138) 이는 유흥업소에서 표현하는 ‘북창동식’ 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때 ‘북창동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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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와 같이 단순히 불허용도로 설정하
는 것으로는 없애기 힘들다. 특히, 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이면적 
속성을 가진 유흥업소의 형태와 유사한 위락시설 중 무도장을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이를 없애기 위해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물리적 환경과 용도를 계획
하여 공간을 바꾸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처법은 아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해 이면적 속성의 유흥업소를 없앨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알 수 없다.
  또한 유흥업소를 없애는 일환으로 용도 계획 외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을 설정한다면, 이는 해당 도시 공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이 있다. 이는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와 같이 관광 관련 용
도가 점유하는 기존 물리적 환경보다 필지, 가로, 건축물의 측면에서 규모
가 더 큰 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에 일부 작용하였다. 

<그림_5_7 도시 계획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표현 예시>139) 

139)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발전계획”, 2015,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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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흥업소는 도시 계획의 공식적 언어
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남대문로1길을 따라 형성된 유흥업소의 용도 
구분이 대부분 식음료 판매 또는 식품위생시설로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낙후된 환경, 환경 불량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 유흥업
소가 공식적인 문서인 도시 계획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왜
곡되고 있다.
 
  즉, 이러한 이면적 속성을 지닌 유흥업소를 북창동 도시 공간에서 적극
적으로 없애려면 도시 계획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단순히 
유사한 형태의 용도를 규제하는 형태나 해당 공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
로 변하게 하는 것으로는 모자라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다
른 도시 공간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를 위해, 도시 계획의 
공식적 언어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통해 표현되고 이를 위
락시설이라는 용어와 구분해야한다. 

  5.2.3 소결

`
<그림_5_8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과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의 흐름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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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 특성’
의 해석을 용도적·기능적 특성으로만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서울 
도심부 공간 관련 계획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이 
해석한 ‘도심부 특성’과 다르다. 이로 인해, 획지 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용도 계획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 특성을 용도적 특성만을 반
영한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이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부의 특성’을 보존한다는 문구만 같을 뿐 두 계획이 그리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모습은 달랐다.  
  이와 더불어,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징적인 성격 중 하나인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 방법과 대처에서의 문제 또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
획”(2005)의 획지 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용도 계획의 내용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쳤다 판단된다.

5.3 실현 가능성의 추구: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5.3.1 변화 현상을 따르는 도시 계획 

  북창동 도시 공간은 1980년대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블록, 가로, 필
지, 건축물, 주요용도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2010년 초반부
터 일부 점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
획”(2005)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현상에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이 재정비되
었으며, 계획될 당시인 2010년대 초반의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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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_5_9 2010년 초반 이후 북창동 도시 공간 변화>
 

  2016년 6월 기준으로 완공된 3개의 건물 중 한 건물은 합필을 통해 호
텔이 지어졌다. 또 하나는 여러 필지에 걸쳐서 공동개발을 통해 상업용도
의 건물이 지어졌다. 마지막 하나는 기존 대규모 필지에 재건축되어 호텔
이 지어졌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과 업
무시설 필지가 합필되어 복합 상업용도로 지어졌다. 
  그 특징은 필지와 건축물의 규모가 중·소규모이지만 주변보다는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주변보다 높은 층수를 가진 형태로 나타난
다. 또한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점유하는 용도는 기존에 입지하지 않았던 
관광 관련 성격, 특히 관광숙박시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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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에 대해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
획”(2014)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낙후된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계획 내용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에 맞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다. 
  이에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은 계획의 목적을 주변 여건의 
변화에 의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의 목적은 북창동 도시 공간에 설정된 관광 특구의 
성격을 이용하여 유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에 대해 실현 가능성의 관점, 경제
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현황 판단과 계획 목적과 함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 
14)에서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획지 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과 
이를 점유하는 용도 계획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다. 
  획지 계획에서는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과 마찬가지로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전 계획에서 99개 획지로 
건축행위를 규제하였던 것과 달리 중·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획지 규모
를 줄이는 것을 계획하였다.140) 이는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에 있는 기존 
필지가 약 1~3개 정도가 합필되는 규모이다. 그 방식 또한 일정 규모 이
상의 필지와 그 주변의 영세 필지들이 합쳐지는 방식이다.
  용적률 계획의 경우는 지역 구분을 이전 계획들과 달리 간선부와 이면
부로 단순화하여 계획하였다. 간선부의 경우, 용적률 500-600%로 계획하
였으며, 이면부의 경우는 용적률 400-600%로 계획하였다. 이는 이전 계
획인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과 비교하면 세종대로 변과 소공로 
변을 제외하면 규모가 커졌다. 높이 계획의 경우, 이전 계획들과 유사하게 
세종대로 변/소공로 변, 남대문로 변/세종대로18길 변, 남대문로1길/남대
문로5길. 나머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세종대로 

140) 이때 개별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단위는 공동개발(지정)획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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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소공로 변은 높이 80m(최대90m)이하, 남대문로 변/세종대로18길 변은 
높이 60m(최대72m)이하로 계획하였다. 남대문로1길/남대문로5길은 높이 
50m(최대60m)이하, 나머지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는 높이 35m(최대42m)이
하로 계획하였다. 이는 이전 계획과 비교하면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의 높
이가 더 높게 계획된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점유하는 용도에 대한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 
전체의 1층 전면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을 권장하였다. 또한 전 층에 
대해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공연장, 전시장을 계획하였다. 이는 이전 계획인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에서 각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하였던 것
과 달리 단순화 및 통합시킨 것이다.

  즉,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는 위와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북창동 도시 공간을 바꾸려고 하였다. 이는 기존에 입지하는 건물보
다 바닥 면적이 약 2배 정도 커진 물리적 형태로 중·소규모의 필지 및 건
물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높이의 경우는 간선가로를 따라 최대 약 
18-22층 높이의 건물이 입지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창
동 도시 공간 내부의 경우는 최대 약 10-15층 높이의 건물이 입지하는 공
간으로 계획하였다.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는 “북창동구역 재개발계
획”(1985)에서의 높이 계획과 거의 똑같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중·소규
모의 높은 층수를 가지는 건물을 계획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바뀐 물리적 환경에 기존의 점유 업종이 아닌 관광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공연장,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을 입지시키려 하였
다. 다시 말해, 소규모 필지와 좁은 가로, 저층 건물이 점유하는 북창동 
도시 공간을 다른 성격의 용도가 점유하는 중·소규모의 고층 건물이 점유
하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창동 도시 공간이 현재 변하고 있는 현상과 “북창 제1종 지구
단위계획”(2014)에서의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에서 그리는 물리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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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이를 점유하는 용도의 특성은 닮아 있다. 필지의 규모 면에서도, 건
물의 높이 측면에서도, 또한 그러한 환경을 점유하는 용도의 특성과도 매
우 유사하다.

  

<그림_5_10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과 현재 변화의 모습>141)

  즉,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은 북창동 도시 공간이 변하고 있
는 현상과 그 특성에 맞게 도시 계획의 내용을 재정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서울 도심부 공간의 많은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이 지
어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이 지역 활성화를 관광을 통해 이루려는 것 역
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계획에서 그려내는 건물의 규모는 현재 서울 
도심부 공간에 필요한 관광 숙박 시설의 일반적인 규모와 유사하였다. 이
로 인해, 비 토지 소유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쉽게 북창동 도시 공간에 접
근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기존 계획들과 달리 경제적 관점

141) 출처: www.goldentulip.com,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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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현 가능할 만한 규모를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후, 북창동 도시 공간의 일부 지역이 이러한 변화에 맞게 건축
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즉, 북창동 도시 공간의 중·소규모로 합필된 토지의 규모는 토지 소유자
들에게는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과 계획에서의 북창동 도시 공간을 경제
적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두 
상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비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은 
현재 북창동 도시 공간이 변화 현상을 따르는 도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의 현상과 유사하게 계획을 단순화 및 통합화
하였다. 이는 용도계획 및 용적률 계획의 단순화였다. 용도 계획은 전 지
역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간선부와 이면부는 나눠져 있지
만 최대 혀용 용적률의 경우는 600%로 동일하다.  
   
    종합적으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현황에 대한 경제적 접근
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둔 계획의 목적, 방향, 내용이 계획된 도
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5.3.2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과의 단절

  변화하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재 현상과 달리, “북창 제1종 지구단위
계획”(2014)과 관련된 서울 도심부 공간의 도시 계획은 북창동 도시 공간
의 현황을 다르게 판단하였다. 또한 현황 판단을 통한 계획의 방향과 상세 
사항 또한 다르다.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에서는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전통 음식 상
업이 입지해있는 지역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되고 주변과의 연
계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도 보았다. 이에 북창동 도시 공간을 관광특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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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을 하였다. 이는 전통 음식 거리를 중심으로 골목길
을 정비하고 공동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이다. 
  “역사도심 발전계획”(2015)에서는 북창동 도시 공간을 일제강점기 시기
의 근대 건축 유산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본다. 또한 그 당시 식음료 상업 
지역의 경관을 가지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옛길의 형태가 남아있는 지
역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위와 같은 장소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성관리지구로 설정하여 북창동 고유의 성
격을 보전하고, 남아있는 역사자원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하였다. 

  이러한 서울 도심부 공간 관련 도시 계획인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 
07), “역사도심 발전계획”(2015)과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관
계는 다음과 같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과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은 내
용적으로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을 관광특구로 활
성화 시키려는 점이다. 그러나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은 서울 도심
부 공간의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서 보행 위주의 전통 음식 거리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법을 선택
하였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식음료 관련 
용도를 물리적 환경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사업 계획적 측면이 다
소 있지만 그 방향을 기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이를 점유
하는 용도적 특성을 보전하려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북창 제1종 지구단위
계획”(2014)은 관광숙박시설의 유입을 통해 관광특구로 활성화를 계획하였
다. 이는 변화의 현상에 맞춰,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용도적 
특성을 모두 바꾸는 방향이었다.  
  즉,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과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 
모두 관광특구의 성격을 이용하여 북창동 도시 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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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과 “역사도심 발전계획”(2015)은 시기
적으로 접해있다. “역사도심 발전계획”(2015)에서는 북창동 도시 공간 특
성과 남아있는 역사적 유산에 대해 보전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북창
동 도시 공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현 시대적 상황
을 봤을 때, 물리적 환경, 용도적 특성 그리고 남아있는 역사자원을 보호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서울 도심부 공간 관련 도
시 계획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 중 가장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에서는 북창동 도시 공간 특성
과 남아있는 역사적 유산에 대한 고려가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또한 용도
적 특성을 변화의 현상에 맞춰, 이에 맞는 물리적 환경으로 바뀌려는 계획
을 하였다. 즉, 단순히 변화의 현상에 맞는 실현 가능한 도시 계획을 설정
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과 “역사도심 발전계획”(2015)은 각 계획이 포함하는 현황에 대한 판단, 
계획의 목적과 방향, 내용은 단절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5.3.3 소결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을 실현가
능성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였다. 이로 인해, 계획의 목적 및 방향, 획지 계
획,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용도 계획 모든 측면에서 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방향은 201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계획이라 판단된다. 이는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과 이와 연관된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과 전반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것에서 근거를 뒷
받침해준다.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과의 관계는 관광특구로서의 활성화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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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었다. 

<그림_5_11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과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의 흐름 및 관계>

“역사도심 발전계획”(2015)과의 관계는 계획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단절되
어있다.

<그림_5_12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과 역사도심 발전계획의 흐름 및 관계>

  즉,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은 실현 가능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도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 147 -

6. 결론                                                       
                                                :6.1 연구의 요약
                                                :6.2 연구의 의의와 한계

                                          6.3 맺기: 북창동 도시 공간의 방향과 
도시 계획

                                                 :               : 

                                            
6.1 연구의 요약

  현재 서울 도심부 공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공간과 각기 다른 변
화한 공간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 도심부 공간은 조선시대 
한양의 구조와 형태인 소규모 필지와 대규모 필지의 조합, 단층 건축물, 
격자형의 대로와 좁고 굽은 가로의 조합에서 점차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
온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시기, 일제강점기, 전후복구시기 그리고 현재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변화의 특성은 각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한 변화의 특성은 각 시기의 도시 계획과 연관된다.

  대한제국시기는 “치도규칙”(1882)과 연관되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정비
가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 한양의 공간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
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기존 한양의 공간적 특성이 변하기 시
작한다. 
  일제강점기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시구개정훈령”(1912)에 의한 “시구
개정사업”(1913-1931)에 의해 가로, 필지, 건축물의 특성이 변하였다. 가
로의 경우, 새로운 남북방향, 동서방향의 간선가로의 형성으로 서울 도심
부 공간의 구조가 변하였다. 이외의 가로 또한 기존 좁고 굽은 형의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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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 개선의 취지로 확폭되며, 새로 형성되는 가로는 직선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필지의 경우, 기존 대규모 필지는 분할되어 사용되었으며, 이
때 부정형의 필지들은 정형적인 형태로 분할되었다. 이때의 규모는 기존 
소규모 필지와 유사하였다. 소규모 필지는 대부분 유지되었다. 건축물의 
경우, 단층의 한옥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서울 도심부 공간은 2-5층 규모
의 근대건축물이 지어졌다. 
  해방 후, 전후복구시기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제 1·2 중앙토지구획정리
사업”(1952-1953)에 의해 전쟁 피해지역 중심으로 가로, 필지, 건축물의 
특성이 변하였다. 가로의 경우, 간선가로는 그 수가 증가하고 폭도 일제강
점기보다 더 커졌다. 이외의 가로는 기존 좁고 굽은 형의 가로를 직선화하
며, 폭도 확장하였다. 또한 직선화된 가로는 十형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필지 또한 부정형의 필지가 사각형 형태로 정형화되며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건축물을 5-9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     
  1970년대부터, 서울은 재개발로 인해 크게 변하였다. 특히, 서울 도심부 
공간은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로 인해 전 지역이 재개발 대상
지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 도심부 공간은 가로, 필지, 건축물의 특
성이 크게 변하였다. 공간 구조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가로와 필지의 경우, 
기존의 성격을 재편성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가로의 경우는 전쟁 피해지
역을 중심으로 변하던 전후복구기와 달리 전 지역에 대해 직선화와 十형, 
확폭이 이루어졌다. 이는 모든 가로에 적용되었다. 필지의 경우, 대규모 
합필을 통해 기존 필지보다 10배 이상 커졌다. 이는 기존 필지를 그대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필지의 재편성을 통해 정형화된 필지로 변하는 방식
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또한 바닥면적의 규모가 현저히 커지며, 높이도 20
층 이상인 건물들이 지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
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한 서울 도심부 공간의 도시 문제와 기존 서
울 도심부 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이 결합되어 이전의 재개
발에 대한 고찰이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도시 설계와 상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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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면서 도시 설계의 형식이 크게 변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이 시기부터의 서울 도심부 공간은 재개발과 같은 하나의 형
식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변화 방향은 서울 도심부 공간 내 각각
의 도시 공간에 설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및 방향, 상세 내용이 계획하
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서울 도심부 공간은 각 시기별 변화의 특성에 따라 지금의 모습으로 변
하였다. 특히,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울 도심부 공간은 전체의 
50%이상이 변하였다. 변화의 정도를 지역으로 살펴보면 명동 동측에서 안
국역까지 이어지는 간선도로인 삼일 대로를 기준 서측은 상당 부분 재개
발로 인해 변하였다. 특히 세종대로를 기준으로 서측의 경우는 90% 가까
이 변하였다. 또한 동대문 DDP 주변 도시 공간 또한 거의 대부분이 변하
였다. 주요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거 용도의 지역과 업무 용도의 지
역은 상당부분 변하였으며, 특히 업무 용도의 지역은 90%이상이 재개발로 
인해 변하였다. 그러나 판매 용도의 지역은 상당수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점유하는 도시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부 공간에 여전히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 
변하지 않고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점유하는 도시 공간이 있다. 이는 청
계천 주변과 동대문 주변과 종묘 주변, 그리고 북창동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중 청계천 주변과 동대문 주변 지역은 도심부 제조업과 생산 활동의 집
합적 네트워크화와 비용의 측면에서 작업 공간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하
였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종묘 주변 지역은 역사 자원의 영향으로 재개발 시 경제성이 떨어졌으
며, 지구단위계회 상의 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변
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창동 지역의 경우, 도심부 제조업 관련 지역도 아니며, 역자 
자원 주변지역과 같은 성격도 아니다. 또한 주변 도시 공간의 대부분이 재
개발로 인해 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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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와 유사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가로와 블록은 일제강점기의 변화
한 특성과 전후복구시기의 변화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는 좁고 굽
은 형의 가로와 직선화 및 十형의 가로의 공존이다. 필지의 경우 또한 비
슷한 규모의 부정형 필지와 정형적 필지가 공존하며, 이는 각각 북창동 도
시 공간 내부와 직선화 및 十형의 가로 주변부로 나타난다. 건축물의 경우 
또한 주로 5층 규모의 건물들이 점유하며 간선가로를 따라서는 10층 이상
의 건물들이 입지한다. 또한 2층 한옥과 근대 붉은 벽돌 창고도 존재한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용도는 조선시대부터 당시까지 분포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성격은 지속되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흥 관
련 용도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식음료 관련 상업과 업무용도가 북창
동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북창동 도시 공간은 1980년대 이후 2010년 초반까
지 북창동 도시 공간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
후 새로운 성격의 필지와 건축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도시 계획은 1980년대부터 계획되었다. 그중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 그에 따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
획”(1985)과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북창동 도시 공간이 큰 
변화가 없던 시기에 계획되었다. 그러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은 북창동 도시 공간이 변하기 시작한 이후의 시점에 계획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계획된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1984), 그에 따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1978)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새서울 백지계획”(1966)과 “서울도시 
기본계획”(1966)의 영향도 일부 받았다. 이러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
획”(1985)은 당시의 북창동 도시 공간을 재개발을 통해 바꾸려하였다. 이
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재편성하는 방식이었다. 재편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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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에 주변 도시 공간을 보조해 주는 기능인 기존에 입지해있던 
용도를 입지시키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특성을 강화하는 유사한 
용도를 입지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도시 계획은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
획”(2005)이 수립되는 2005년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실현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 계획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 영향을 받았다. “북창 제1종 지구
단위계획”(2005)의 수립 자체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 
04)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북창
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재편성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규
모 합필과 그에 따른 기존 물리적 현황보다 규모가 더 큰 건물이 점유하
는 물리적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기존 용도를 
북창동 도시 공간 내부에 입지시키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용도인 관광 관련 용도를 북창동 도시 공간 전반에 입지하도록 계획하였
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의 대표적인 용도인 위락시설은 오히려 불허용
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도시 계획은 2010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
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또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2010년 초반에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은 “북창 제1종 지구단
위계획”(2014)으로 재정비되었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은 내
용적으로는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 시기적으로는 “역사도심 발전계
획”(2015)과 연관된다. 이러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기존 물리적 현황을 중·소규모 합필을 통해 변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때, 필지 규모를 이전 계획들과 같이 크게 변
화시키려고 하진 않았다. 그러나 건물의 층수는 이전 계획들과 유사하게 
고층으로 바꾸려 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기존 입지 용도를 거의 배
제하고 관광 숙박 시실을 입지시키려고 계획하였다. 이는 당시 북창동 도
시 공간 일부 지역에서 변하고 있던 방향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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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의 경우, 도시 공간에 대한 기능적 
접근으로 현황을 판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계획의 목적을 설정하고, 상
세한 내용을 계획하였다. 이때, 계획에서 그리는 물리적 환경과 이를 점유
하는 용도 계획 또한 마찬가지로 기능적 관점을 기반으로 계획되었다. 이
는 특히, 물리적 환경이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는 성격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즉,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당시 시대적 
상황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 공간을 기능적 관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도시 계획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도
시 공간과 그에 대한 도시 계획이 단순히 기능적 관점으로만 이루어져서
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의 경우,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 
특성’의 해석을 용도적·기능적 특성으로만 접근하였다. 이는 당시 서울 도
심부 공간 관련 계획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이 
해석한 ‘도심부 특성’과 다르다. 이로 인해, 획지 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용도 계획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심부 특성을 용도적 특성만을 반
영한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이 “청
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수립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부의 특성’을 보존한다는 문구만 같을 뿐 두 계
획이 그리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모습은 달랐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또한 실현되지 
않았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의 경우, 당시 변화하는 방향과 특성에 
맞춰 계획이 쫒아갔다. 이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던 도시 계획의 특성
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유로 단순히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었
다. 이에 이 시기의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의 방향과 내용과도 맞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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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이 설정되었다.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과는 관광특구로서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방향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역사도심 발전계획”(2015) 모든 면에서 단절되어있었다.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서울 도심부 공간에 대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의 
양상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로, 필지, 건축물 변화의 특성을 중
점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당시 도시 계획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서
울 도심부 공간이 재개발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한 현황을 파악하
였다. 이에 대해 각 도시 공간의 변화 정도와 점유용도 그리고 도시 계획
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 도심부 공간 중 소규모 필지 및 건물이 
점유하는 도시 공간으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 선행 연구와 도시 계획 내
용을 통해 주요 원인을 파악하였다.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의 현황과 특성을 기반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시기 이후부터 가로와 블록, 필지, 
건축물, 용도의 변화와 그 특성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변화의 관점에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이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북창동 도
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점유 용도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중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이성 중 하나인 물리적 환경과 점유용도의 특성이 
1980년대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며, 201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성
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을 분석하였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 자체에 대한 
도시 계획인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5),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
획”(2005),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이다. 또한 위 계획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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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와 관련된 서울 도심부 도시 계획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각 
시기별 북창동 도시 공간의 현황과의 관계를 통해 각 도시 계획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도시 계획의 특성을 기반으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198 
5),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였다. 특히, 실제 현황에 대한 판단, 계획의 목
적 및 방향과 내용, 서울 도심부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북창동 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북창동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용도, 관련 도시 계획에 대해 전
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 도심부 공간의 변화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물
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점유용도 성격의 변화는 분석하지 못하였
다. 또한 답사를 통해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였지만 분석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 일부는 지도 자료 및 사진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개발과 
그와 유사한 성격의 개발을 하나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이에 일부 분석 내
용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
확한 지적 자료의 부재로 일제 강점기 및 전후 복구기 중 일부시기를 지
도 자료를 통해 대체한 부분이 있다. 특히, 필지와 건축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의 부정확한 표기로 인해 정확한 
형성 시점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이러한 부분은 추측으
로 분석을 대체하였다. 또한 북창동 도시 공간의 점유 용도는 물리적 환경
의 변화에 비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을 점유
하는 용도 중 주요 용도인 유흥 관련 분석이 그러하다. 이는 용도의 성격
이 공식 서류상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에 정확한 시기별 분석이 아닌 용도의 성격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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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였다. 이에 분석의 일부 내용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북창동 도시 공간의 관련 도시 계획에서 전체 내용을 분석하지는 못하
였다. 특히 계획의 목적, 획지 계획, 용도 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이후의 상세 계획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이후 북창동 
도시 계획에 대한 분석에서 계획의 목적, 획지 계획, 용도 계획, 건폐율·용
적률·높이 계획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즉, 건물의 크기, 외형의 형상 그
리고 용도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이에 북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도시 계
획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일부 분석 내용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의 부재와 각 시기별 현황 자료의 부족으로 각 시기별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와 현황의 흐름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도시 계획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목적인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용도적 특성을 
기반으로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 각 시기별 현황을 분석, 이를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상세한 분석을 목표하였다. 그러나 각 시기별 자료의 부족과 함
께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이를 점유하는 용도적 특성을 분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북창동 도시 공간 관련 도시 계획을 분석
하는 것에 있어, 북창동 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분석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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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맺기: 북창동 도시 공간의 앞으로의 방향과 도시 계획 

  조밀한 물리적 환경 안에서 기능적으로 주변 도시 공간의 배후의 역할
을 하며, 일부 근대건축 유산과 조선시대부터 존재하는 옛 길들이 남아있
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은 물리적 환경, 이를 점유하는 용도의 특성 
그리고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북창동 도시 
공간이 기능적으로 주변 도시 공간의 배후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특성은 
쉽게 제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전면적으로 없앤다 하더라고 
주변 다른 도시 공간에 똑같은 현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 
시대적 흐름 상 북창동 도시 공간에 남아있는 역사 자원은 서울 도심부 
지역 다른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를 중점으로 북창동 도시 공간의 특성을 단
정하거나, 도시 계획의 목적 및 내용을 계획한다면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계획이 실현되더라고 현재 북창동 도
시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198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던 북창동 
도시 공간을 바꾸려하였던 도시 계획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이를 통해 
북창동 도시 공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적은 도시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북창동 도시 공간은 변하
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후 북창동 도시 공간은 변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북창동 도시 공간의 고유의 특성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관광숙박시설이 현재 서울 도심부 지
역에 필요하다는 상황과 도심부 지역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가
진 북창동 도시 공간에서 일부 점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서 파생된 것이
다. 한발 물러서서, 가시적인 환경 개선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낙후
된 공간이 개선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 개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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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 시기적으로 낙후 환경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은 아니
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변화의 방향에 맞춰 계획된,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둔 지금의 북창동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은 더더욱 문제가 크다.

  이와 더불어, 상위 계획인 서울 도심부 관련 계획과 현재 북창동 도시 
공간의 지구단위계획의 관계는 복잡한 특성을 보유하는 도시 공간에 맞는 
계획을 구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의 상위 계획인 서울 도심부 관련 도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긴
밀한 연결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놓여있다. 이는 계획 설정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에서 파생된다. 서울 도심부 관련 도시 계획은 서울 시
청에서 주관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주관한다. 이에 둘 사
이에서 계획하는 도시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로 인해, 서울 
도심부 관련 계획이 계획하는 도시 공간에 대해 알맞은 계획을 제안하더
라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주체의 요구와 맞지 않으면 이를 제대로 수
용하지 않고 계획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경우, 그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꿈꾸는 것은 당
연하다. 이에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서울 도심부 관련 도시 계획에서 계획
을 하였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은 그와 달리 지자체의 목적에 맞게 계획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북창동 도시 공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에 서울 도심부 관련 도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사이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계획의 배경, 계획의 목적, 획지 계획, 용도 
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상세계획 순으로 일관되게 진행되는 구성 
또한 복잡한 특성을 보유하는 도시 공간에 맞는 계획을 구상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특성을 보유하는 도시 공간의 도시 계획이 
제대로 설정되려면, 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도시 공간에 대해 적합한 계획 
구조를 가진 도시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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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하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구단위계획의 구성이 
지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 해당 도시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각 단
계가 다른 순서로 계획된다면, 또는 각각의 다른 단계가 복합되어 하나의 
단계로 계획된다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창동 도시 공간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방향을 그대
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현재 북창동 도시 공간 자체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맞는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
창동 도시 공간에 대한 도시 계획이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도심
부 공간 전체 중 하나의 도시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
는 서울 도심부 관련 도시 계획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북창동 도시 공간뿐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부 공간 내
의 각각의 공간, 더 나아가서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도시 공간과 새롭게 조
성되는 도시 공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 159 -

8.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김성홍, 『길모퉁이 건축』, 현암사, 2009
  김성홍, 『도시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현암사,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 이용 계획론』, 1996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13
  로버트 벤투리,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도서출판 동녘, 2004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 도서출판 동녘, 2003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6, 도서출판 한울, 2003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임기택, 『생성의 철학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6
  임기택, 『통제담론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임기택,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팀 홀, 『도시연구: 현대 도시의 변화와 정책』, 푸른길, 2011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도서출판 보성, 2012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2005
  
  해외 단행본
  
  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82
  Colin Rowe, Collage City, Cambridge, Mass. : MIT Press, 1978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1992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 M.I.T. Press,  
              1960
  Rovert Venturi, Learning from Las Vegas, Cambridge, Mass. : MIT     
              Press, 1977
  Wade Graham, Dream Cities, New York: Harper Collins, 2016



- 160 -

  학위 논문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오효경, 「서울 북창 유흥지구의 특화과정과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최순섭, 「‘건축 통합형 도시설계’의 특성과 실천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연구 논문

  김기호,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1995

  김의용, 「이탈리아 신합리주의 건축의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제22권 5호, 2006

  김종헌, 「이탈리아어권의 신합리주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13권 1호, 1997

  박완서, 김영욱, 「서울 도심부의 공간구조 변화와 기능 변화」, 대한건축학회 춘  
       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1호, 2011

  방보람, 이희정, 「서울 도심상업시설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연구」, 한  
       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손세관, 「가로체계 및 필지조직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도시조직 변화과정에 관  
       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31권 3호, 1996

  손세관, 한기정, 「유형적 형태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제12권 6호, 1996 

  송인호, 정기황, 「서울 가회동11번지 도시한옥주거지 필지구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회계 제19권 9호, 2003

  성태원, 송인호,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필지형성과정 연구」, 건  
       축역사연구 제23권 5호, 2014  

  송인호, 김미정, 「서울도심부 도시한옥주거지의 입지와 특성」, 건축역사연구 제  
       23권 2호,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 161 -

  이은애, 심재현, 「일제강점기 도시 정책과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의 상관성에 관  
          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제14권 제2호, 2013
  이정형 외 3명, 「서울 도심부 3대 광장 주변부 공간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6호. 2013
  이하리 외 2명, 「도시재생: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서울도심부 노후건축물 관리방  

       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임은영 외 2명, 「역사적 환경을 고려한 정비에서의 site분석 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 
  정수인, 한동수,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 변화와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우  

              수졸업논문 수상논문개요집, 2005 
  진영효, 안건혁, 「서울 도심부의 역사적 도시형태 변화유형과 특성」, 한국도시  

       설계학회지 제10권 제1호, 2009

  도시 계획

  북창동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1978
  서울특별시, “북창 도시환경 정비계획”, 1984
  서울특별시, “북창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1985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2004
  서울특별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05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2007
  서울특별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14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5

  그 외 도시 계획
  서울특별시, “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162 -

9. 부    록                                                  

지구 및 해당동리명 넓이 지구 및 해당동리명 넓이
도렴지구 /도렴동 일부 34,570㎡ 남대문지구 /남창동,북창동 일부 89,260㎡

관철동지구 /관철동 대부분 74,560㎡ 을지로지구 /을지로 3가 일부 67,420㎡
충무로지구 /충무로 1,2,3가 166,950㎡ 종로지구 /종로 5가 일부 74,240㎡

묵정지구 /묵정동 212,460㎡ 신당지구 /신당동 일부 31,410㎡
왕십리지구 /왕십리동 일부 203,220㎡ 신문로지구 /신문로 2가 일부 5,950㎡

행촌지구 
/교북동, 현지동 일부, 행촌동 전부 147,120㎡ 서빙고지구 

/서빙고동 일부, 동빙도공 전부 79,340㎡

만리지구 
/중림동, 만리동 일부 20,530㎡ 도동지구 

/도동, 갈월동, 동자동 일부 103,490㎡

청파지구 
/청파동 1,2가 일부 23,140㎡ 원효로지구 

/원효로1가 전부, 문래동 일부 188,270㎡

아현지구 /아현동 일부 66,120㎡ 마포지구 /마포동 일부 14,880㎡
서대문지구 /서대문로 2가 36,040㎡

<부록_1 서울 도심부 전쟁 피해 지역 및 면적>142)

구분 위치 사항
확장 광화문네거리 -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500m 폭: 53m->100m

확장
광화문네거리 – 오간수교 /2750m

폭: 12m->50m
청계천을 오수가교까지 복개 후 확장

연장 광화문네거리 - 서울역 길이: 800m->1500m
확장 폭: 34m->50m
확장 종묘 앞 - 필동(현 세운상가지역) /1450m 폭: 12m->50m
확장 서울역 광장 - 한강인도교 폭: 35m->40m
확장 서대문 광장 - 동대문 광장 /4000m 폭: 28m->40m(소개도로포함)
연장 종로 5가 - 장충동 길이: 890m->1450m
확장 폭: 20m->40m
확장 서울역 광장 - 서대문 광장(의주로) 폭: 30m->40m
연장 서울역 광장 – 신당동(퇴계로) 길이: 870m->3500m
확장 폭: 20m->35

<부록_2 서울 도심부 주요 가로 계획(1952)>143)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서울역-서대문(의주로 11개소구) 99,951㎡ 장교동(6개소구) 43,900㎡

태평로2가(3개소구) 31,400㎡ 도렴지구 130,000㎡
남대문로3가(3개소구) 9,400㎡ 적선지구 30,000㎡

남창동(3개소구) 14,850㎡ 무교지구 49,000㎡
을지로1가(4개소구) 21,860㎡ 다동지구 59,000㎡

소공동(3개소구) 13,220㎡ 서린지구 52,000㎡

<부록_3 1차 재개발지구 지정 지역 및 면적>

142)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도서출판 한울, 2003, p.122-124
     위 내용을 토대로 표로 정리하였다. 
143)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도서출판 한울, 2003, p.115-116
    위 내용을 토대로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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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4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가로별 확정연도 근거:1910년>144)

14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07년 최신경성전도 일부, 1910년 경성시가전도 일부, 1914년 경성부시가강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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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5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가로별 확정연도 근거:1920년>145)

145)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10년 후반-1920년대 초반 경성도 KE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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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6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가로별 확정연도 근거:1930년>146)

14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36년 대경성정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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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7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가로별 확정연도 근거:1950년>147)

 

147)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55년 지번입서울특별시가지도 일부, 1959년 지번구획입대서울정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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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8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가로별 확정연도 근거:1960년>148)

148)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62년 서울입체전경도, 1966년 신편서울특별시전도일람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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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9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가로별 확정연도 근거:1970년>149)

149) 1970년 新編서울特別市全圖 일부, 1974년 新編서울特別市全圖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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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10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가로별 확정연도 근거:1980년>150)

150) 1989년 서울特別市 地番略圖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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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11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블록별 확정연도 근거:1910년>151)

15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07년 최신경성전도 일부, 1910년 경성시가전도 일부, 1914년 경성부시가강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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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12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블록별 확정연도 근거:1920년>152)

15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10년 후반-1920년대 초반 경성도 KE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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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13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블록별 확정연도 근거:1930년>153)

153)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36년 대경성정도 일부



- 173 -

 

<부록_14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블록별 확정연도 근거:1950년>154)

15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55년 지번입서울특별시가지도 일부, 1959년 지번구획입대서울정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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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15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블록별 확정연도 근거:1960년>155)

155)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관리과, 2006
     1962년 서울입체전경도, 1966년 신편서울특별시전도일람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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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16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블록별 확정연도 근거:1970년>156)

156) 1970년 新編서울特別市全圖 일부, 1974년 新編서울特別市全圖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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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17 북창동 도시 공간의 각 블록별 확정연도 근거:1980년>157)

157) 1989년 서울特別市 地番略圖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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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최대 획지 규모
간 선 부 6,000㎡
이 면 부 2,000㎡

획 지 계 획

-계획적 개발 단위인 획지선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획지 내 필지  
 들은 개별 필지 건축이 규제.
-가로변 결절점 및 가각부의 주요지점에 입지한 필지들은 계획적 공  
 동 개발을 통해 지구환경 개선에 역할.
-도로의 신설 및 건축선 후퇴 등에 따른 규모 축소된 필지.
-기 공동개발/기 동일소유/맹지형 필지.

획지 위치 총면적(㎡) 합필수 면적범위(㎡-㎡) 획지 계획 사유

1 간선부 842.6 12 5.3-222.8
동일소유 4(1/3)

기공동건축 1(1/0)
간선/가각부/관문

2 간선부 348.4 6 16.5-122.3
동일소유 1(0/1)

기공동건축 1(0/1)
과소필시/가각부

3 간선부 344.8 1 - 한필지

4 간선부 311.0 2 20.1-290.9 기공동건축 1(0/1)

5 간선부 311.0 2 81.9-229.1 간선

6 간선부 186.6 1 - 한필지

7 간선부 501.4 5 15.9-129.6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2(0/1)

8 간선부 333.4 3 44.6-227.6 기공동건축 1(0/1)
부정형

9 간선부 120.3 1 - 한필지

10 간선부 764.7 8 41.0-191.7
동일소유 3(2/1)

기공동건축 3(2/1)
간선

11 간선부 872.4 4 58.5-319.7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2(1/1)
간선

12 간선부 654.2 7 47.3-138.5
동일소유 3(1/2)

기공동건축 2(1/1)
간선/맹지형

13 간선부 274.4 4 45.0-113.7 간선

14 간선부 221.8 1 - 한필지

15 간선부 300.1 3 73.0-150.1 동일소유 1(1/0)
적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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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획 지 계 획

획지 위치 총면적(㎡) 합필수 면적범위(㎡-㎡) 획지 계획 사유

16 간선부 189.4 1 - 한필지

17 간선부 216.6 1 - 한필지

18 간선부 441.0 1 - 한필지

19 간선부 513.0 4 48.6-204.7 기공동건축 1(0/1)
부정형

20 간선부 2,339.5 3 259.9-1167.9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간선

21 간선부 3,124.1 15 13.2-2071.1
동일소유 3(3/0)

기공동건축 5(3/2)
간선

22 간선부 2,155.5 1 - 한필지

23 간선부 2,216.8 6 97.9-1483.3 동일소유 1(0/1)

24 간선부 3,199.8 12 9.9-2135.7
동일소유 3(2/1)

기공동건축 4(2/2)
간선/맹지형

25 간선부 765.3 3 32.4-590.6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부정형

26 이면부 300.8 4 3.3-120.3 가각부

27 이면부 602.4 7 2.0-195.3 동일소유 1(0/1)
과소필지/맹지형

28 이면부 833.3 2 13.8-819.5 동일소유 1(0/1)

29 이면부 453.4 1 - 한필지

30 이면부 187.7 1 - 한필지

31 이면부 471.4 1 - 한필지

32 이면부 348.4 3 3.6-215.9 동일소유 1(0/1)
과소필지

33 이면부 233.0 4 28.0-127.6
동일소유 2(2/0)

기공동건축 2(2/0)
부정형

34 이면부 178.2 2 87.0-91.2 가각부

35 이면부 314.0 4 63.1-110.4 동일소유 1(0/1)
적정개발

36 이면부 563.3 1 - 한필지

37 이면부 990.8 6 3.0-746.5
동일소유 2(1/1)

기공동건축 1(1/0)
과소필지/적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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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획 지 계 획

획지 위치 총면적(㎡) 합필수 면적범위(㎡-㎡) 획지 계획 사유

38 이면부 171.9 1 - 한필지

39 이면부 214.9 2 69.4-145.5 과소필지/적정개발

40 이면부 264.5 1 - 한필지

41 이면부 419.4 4 13.1-214.6 과소필지/맹지형
/적정개발

42 이면부 340.5 1 - 한필지

43 이면부 467.6 6 4.5-123.6 부정형//과소필지
/적정개발

44 이면부 1,400 28 1.0-308.0 도시계획시설(공원)

45 이면부 217.4 4 3.2-102.5 과소필지/적정개발

46 이면부 300.1 2 112.4-196.6 맹지형/적정개발

47 이면부 440.0 6 19.8-132.6
동일소유 1(0/1)

기공동건축 1(0/1)
가각부/부정형

48 이면부 496.4 3 2.6-411.1 과소필지/적정개발

49 이면부 733.8 3 2.0-709.0 과소필지

50 이면부 232.1 6 2.4-66.5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부정형

51 이면부 192.7 4 6.3-126.3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과소필지

52 이면부 300.4 3 68.7-155.4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가각부

53 이면부 244.6 2 115.7-128.9 기공동건축 1(0/1)

54 이면부 807.6 1 - 한필지

55 이면부 245.0 5 11.9-78.3
동일소유 1(1/0)

기동동건축 1(1/0)
가각부

56 이면부 146.8 1 - 한필지

57 이면부 328.9 3 1.6-271.1 기동동건축 1(0/1)

58 이면부 309.0 2 61.1-247.9 기동동건축 1(0/1)

59 이면부 417.5 5 17.5-208.3 간선/가각부

60 이면부 132.3 3 35.4-51.6 동일소유 1(0/1)
간선/지하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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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획 지 계 획

획지 위치 총면적(㎡) 합필수 면적범위(㎡-㎡) 획지 계획 사유

61 이면부 1,526.5 9 50.5-700.8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적정/맹지형

62 이면부 653.1 8 5.3-189.7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간선/가각부/주민

63 이면부 741.6 4 82.6-335.3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64 이면부 258.8 3 61.5-127.2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가각부

65 이면부 301.8 2 129.9-171.9 인접필지규모

66 이면부 261.1 6 6.6-68.7 기공동건축 1(0/1)

67 이면부 346.8 2 6.5-340.2 부정형

68 이면부 276.3 2 6.9-269.5 부청형

69 이면부 715.2 2 75.0-640.2 동일소유 1(0/1)

70 이면부 675.3 2 60.9-614.4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71 이면부 208.3 3 52.9-81.4 가각부/맹지형

72 이면부 854.6 1 - 한필지

73 이면부 296.4 2 96.0-200.4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74 이면부 404.1 10 13.2-123.3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도시계획도로

75 이면부 380.6 2 80.8-299.8 부정형

76 이면부 284.7 1 - 한필지

77 이면부 444.6 4 6.2-350.4 맹지형/부정형

78 이면부 167.6 2 56.5-111.1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79 이면부 239.1 5 11.5-116.8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과소필지

80 이면부 396.2 9 22.8-82.3 기공동건축 1(0/1)
과소필지

81 이면부 319.4 1 - 한필지

82 공공공지 259.5 5 6.6-119.3 도시계획(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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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획 지 계 획

획지 위치 총면적(㎡) 합필수 면적범위(㎡-㎡) 획지 계획 사유

83 이면부 275.0 3 82.9-99.2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적정개발

84 이면부 206.5 2 72.7-133.8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85 이면부 362.5 6 22.4-115.4
동일소유 2(1/1)

기공동건축 2(1/1)
과소필지

86 이면부 427.6 1 - 한필지

87 이면부 1.539.4 5 14.1-1373.5 동일소유 1(0/1)
부정형

88 이면부 216.6 1 - 한필지

89 이면부 1.065.1 7 2.3-661.2 동일소유 1(0/1)

90 이면부 367.9 1 - 한필지

91 이면부 203.0 1 - 한필지

92 이면부 246.4 4 5.0-147.8
동일소유 1(0/1)

기공동건축 2(0/2)
간선

93 이면부 257.7 2 119.3-138.4 가각부

94 이면부 479.6 7 8.6-102.5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간선/맹지형

95 간선부 270.6 2 130.2-140.4 기공동건축 1(0/1)

96 간선부 288.6 3 11.6-158.0 기공동건축 1(0/1)

97 간선부 5,701.4 13 2.5-5327.1 동일소유 1(1/0)

98 공공공지 103.6 3 7.6-54.5 도시계획(공공공지)

99 예외획지 21,999.1 4 110.7-15777.6
동일소유 1(1/0)

기공동건축 1(1/0)

<부록_18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5) 획지계획 상세>158)

158) 서울특별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05, P.10-14
     위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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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최대 획지 규모
위치 기존 변경

간 선 부 6,000㎡ 4,000㎡

이 면 부 2,000㎡ 2,000㎡

변 경 사 유
- 간선부 평균 가구면적을 고려한 적정규모.

-주민 주도의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통해 실현 증가
획 지 계 획

-계획적 개발 단위인 획지선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획지 내 필지  
 들은 개별 필지 건축이 규제.
-가로변 결절점 및 가각부의 주요지점에 입지한 필지들은 계획적 공  
 동 개발을 통해 지구환경 개선에 역할.
-기 공동개발/기 동일소유/맹지형 필지.

가구계획 공동개발
개수 내용 지구단위계획 전지역 보행자

19
-획지단위에서 

좀더큰 가구단위로 
변화.

공동 
개발

(지정)

공동 
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
개발

공동
개발

(특별)
세장형

과소필지
맹지

공동소유
기공동

부정형
적정개발

주민
자율적 
의사

원활한
보행통행
상업가로
활성화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1

(간
선
부)

1
8
4
8
·
4

842.6 1

146.2 2 43.7-102.5
1158.6 5 1.6-69.4
222.8 1 -
172.9 3 16.8-99.2
160.5 3 22.4-80.3

348.4 2
226.1 5 16.5-72.7
122.3 1 -

344.8 3 346.7 2 1.9-344.8
311.0 4 292.3 2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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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2

(간
선
부)

1
4
5
2
·
7

311.0 5
229.1 1(0/0) -
81.9 1(0/0) -

501.4 7

273.3 2(1/2) 15.8-127.6
129.6 1(0/1) -
122.3 1(0/1) -
105.8 1(0/1) -

414.2 6/8 필지분할선 삭제
105.8 8 105.8 2(1/0) 44.6-61.2
120.3 9 120.3 1(0/0) -

3

(간
선
부)

2
2
9
1
·
6

764.7 10

81.9 1(0/0) -
239.1 4(1/3) 41.0-122.6
85.2 2(1/2) 0.3-84.9
85.2 1(0/0) -
191.7 1(0/0) -

872.4 11
373.5 2(1/2) 585.5-315.0
179.2 1(0/0) -
319.7 1(0/0) -

654.2 12

116.4 1(0/0) -
110.7 1(0/0) -
81.0 1(0/0) -
207.9 2(0/2) 69.4-138.5
138.2 2(1/1) 47.3-90.9

4

(이
면
부)

7
9
6
·
3

496.2
13
·
14

113.7 1(0/0) -

382.5 4(1/2) 450.-221.8

300.1 15 300.1 3(0/0) 73.0-1501.

5

(이
면
부)

1
3
6
0
·
0

189.4 16 189.4 1(0/0) -

441.0 18 441.0 1(0/0) -

216.6 17 265.2 2(0/0) 48.6-216.6

513.0 19
141.4 1(0/0) -
204.7 1(0/0) -
118.3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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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6

(간
선
부)

2
3
3
9
·
5

2339.5 20

259.9 1(0/0) -

1164.9 1(0/0) -

914.7 1(0/0) -

7

(간
선
부)

1
1
4
5
8
·
5

3124.1 21

282.7 3(0/2) 24.9-142.1
198.3 1(0/0) -
218.9 1(0/0) -
105.8 2(0/2) 47.6-58.2
72.7 3(1/2) 13.2-42.0
72.8 2(0/0) 30.8-42.0

2121.6 1(0/0) -
54.8 2(0/0) 27.4-27.4

2155.5 22 2155.5 1(0/0) -

2216.8 23

97.9 1(0/0) -
111.1 1(0/0) -
132.2 1(0/0) -
196.0 1(0/0) -
196.3 1(0/0) -
1483.3 1(0/0) -

3199.8 245

568.6 1(0/0) -
105.8 1(0/0) -
2134.6 1(0/0) -
76.0 1(0/0) -
16.5 1(0/0) -
52.9 1(0/0) -
2.0 1(0/0) -
73.0 1(0/0) -
159.4 4(0/0) 28.7-67.9

765.3 25 732.9 2(1/2) 14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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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43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8

(간
선
부)

1
7
6
3
·
5

300.8 26
120.3 1(0/0) -

132.7 2(0/2) 58.0-74.7

602.4 27 650.2 2(0/2) 47.8-602.4

833.3 28 833.3 2(0/2) 13.8-819.5

9

(이
면
부)

1
4
5
7
·
3

453.4 29 453.4 1(0/0) -

187.7 30 187.7 1(0/0) -

471.4 31 471.4 1(0/0) -

348.4 32
128.9 1(0/0) -

215.9 1(0/0) -

10

(이
면
부)

1
2
8
8
·
5

233.0 33 233.0 1(0/0) -

314.0 35
132.2 2(0/0) 63.1-60.1
181.8 2(1/2) 71.4-110.4

563.3 36
91.2 1(0/0) -
87.0 1(0/0) -
563.3 1(0/0) -

11

(이
면
부)

6
4
3
7
·
2

990.8 37
158.7 3(1/3) 29.8-79.3
85.6 2(1/2) 3.0-82.6
746.5 1(0/0) -

171.9 38 171.9 1(0/0) -
214.9 39 214.9 2(0/0) 69.4-145.5
264.5 40 264.5 1(0/0) -

419.4 41
248.9 1(0/0) -
132.2 2(0/2) 52.9-79.3
112.4 1(0/0) -

340.5 42 347.5 2(0/2) 7.0-340.5

467.6 43
114.4 1(0/0) -
99.2 1(0/0) -
123.6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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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11

(이
면
부)

6
4
3
7
·
2

1400 44

145.2 3(0/0) 4.2-135.5
119.7 4(1/4) 18.5-39.7
76.1 1(0/0) -
86.0 1(0/0) -
114.2 5(1/3) 1.0-72.4
146.8 2(0/0) 70.1-76.7
90.3 2(1/2) 5.2-85.1
106.8 1(0/0) -

217.4 45
111.7 2(1/2) 22.4-89.3
102.5 1(0/0) -

300.1 46
187.7 1(0/0) -
115.4 1(0/0) -

440.0 47

93.5 2(1/2) 19.8-73.7
101.5 2(0/0) 48.6-52.9
112.4 1(0/0) -
132.6 1(0/0) -

496.4 48
413.7 2(0/0) 2.6-411.1
82.6 1(0/0) -

733.8 49 733.8 3(0/2) 2.0-709.0

232.1 50

66.5 1(0/0) -
50.8 1(0/0) -
47.3 1(0/0) -
44.3 1(0/0) -
20.8 1(0/0) -
2.4 1(0/0) -
19.3 1(0/0) -
19.5 1(0/0) -
19.2 1(0/0) -
18.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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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11

(이
면
부)

6
4
3
7
·
2

192.7 51

20.7 1(0/0) -
39.4 1(0/0) -
6.3 1(0/0) -

126.3 1(0/0) -
10.2 1(0/0) -
7.9 1(0/0) -
25.5 1(0/0) -

12

(간
선
부)

4
8
6
3
·
2

300.4 52
145.0 2(1/2) 68.7-76.3
155.4 1(0/0) -

244.6 53 115.7 1(0/0) -
807.8 54 807.8 1(0/0) -

245.0 55

53.4 1(0/0) -
47.1 1(0/0) -
1.7 1(0/0) -
17.0 1(0/0) -
21.9 1(0/0) -
24.7 1(0/0) -
11.9 1(0/0) -
45.9 1(0/0) -
78.3 1(0/0) -
24.9 1(0/0) -

328.9 57 328.9 3(1/2) 1.6-271.1
309.0 58 309.0 2(0/0) 61.1-247.9

417.5 59
206.0 4(0/2) 14.7-95.9
208.3 1(0/0) -

1526.5 61 1735.2
14

(0/14)
1.4-700.8

653.1 62

21.9 1(0/0) -
189.7 1(0/0) -
93.8 1(0/0) -
175.2 1(0/0) -
65.2 1(0/0) -
5.3 1(0/0) -
14.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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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12

(간
선
부)

4
8
6
3
·
2

653.1 62

47.8 1(0/0) -

52.9 1(0/0) -

101.1 1(0/0) -

38.7 1(0/0) -

13

(간
선
부)

1
3
0
2
·
3

741.6 63
217.2 1(0/0) -
189.1 2(0/0) 82.6-106.5
335.3 1(0/0) -

258.8 64
131.6 2(0/0) 61.5-70.1
127.2 1(0/0) -

301.8 65
129.9 1(0/0) -
171.9 1(0/0) -

14

(간
선
부)

8
8
4
·
2

261.1 66
138.8 3(1/3) 6.6-68.7
122.3 3(1/3) 6.6-59.5

346.6 67 347.1 1(0/0) -

276.3 68 276.0 1(0/0) -

15

(이
면
부)

2
7
4
9
·
8

715.2 69 715.2 2(1/2) 75.0-640.2
675.3 70 675.3 2(1/2) 60.9-614.4
208.3 71 208.3 3(0/0) 52.9-81.4
854.6 72 854.6 1(0/0) -

296.4 73 296.4 2(1/2) 96.0-200.4

16

(이
면
부)

5
9
7
9
·
0

404.1 74

23.8 1(0/0) -
20.7 1(0/0) -
5.8 1(0/0) -
7.7 1(0/0) -
4.7 1(0/0) -
3.2 1(0/0) -
1.9 1(0/0) -
15.4 1(0/0) -
28.2 1(0/0) -
2.6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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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16

(이
면
부)

5
9
7
9
·
0

404.1 74

19.9 1(0/0) -
10.9 1(0/0) -
22.9 1(0/0) -
29.0 1(0/0) -
227.8 3(1/2) 32.1-123.3

404.1 75
299.8 1(0/0) -
80.8 1(0/0) -

284.7 76 284.7 1(0/0) -

444.6 77

63.7 1(0/0) -
69.6 1(0/0) -
33.4 1(0/0) -
350.4 1(0/0) -

167.6 78 167.6 2(1/2) 56.5-111.1

239.1 79
116.8 1(0/0) -
45.0 1(0/0) -
77.7 1(0/0) -

396.2 80
78.3 3(1/2) 22.8-32.4
85.7 3(0/0) 9.9-46.0
195.1 3(0/0) 26.4-50.3

319.4 81 335.2 1(0/0) -

259.5 82
106.1 1(0/0) -
119.3 1(0/0) -

275.0 83
99.2 1(0/0) -
175.8 2(1/2) 82.9-92.9

206.5 84 206.5 2(0/2) 72.7-133.8

362.5 85

51.7 1(0/0) -
22.4 1(0/0) -
90.4 1(0/0) -
4.5 1(0/0) -
8.5 1(0/0) -
3.6 1(0/0) -
66.8 1(0/0) -
15.8 1(0/0) -
115.4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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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요약

획  지

관련

계  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가구
(위치)

총면적
(㎡)

획
지

면적
(㎡)

합필
수

면적범위
(㎡-㎡)

개발방법
지
정

권
장

주
민

특
별

16

(이
면
부)

5
9
7
9
·
0

427.6 86 438.8 3(0/3) 0.5-437.3

1756.0 87 1756.0 6(0/6) 14.1-1373.5

17

(간
선
부)

2
5
0
6
·
8

216.6 88 216.6 1(0/0) -

1065.1 89

722.9 5(0/5) 2.3-661.2
88.9 1(0/0) -
251.3 1(0/0) -
1.7 1(0/0) -
31.2 1(0/0) -

367.9 90 367.9 1(0/0) -
56.5 1(0/0) -

203.0 91
203.0 1(0/0) -
43.3 1(0/0) -

246.4 92
152.8 2(1/2) 5.0-147.8
93.6 2(1/2) 29.8-63.8

257.7 93
138.4 1(0/0) -
119.3 1(0/0) -

479.6 94
143.5 2(1/0) 41.0-102.5
91.5 2(1/0) 8.6-82.9
244.6 3(0/0) 72.7-89.3

18

(간
선
부

6
5
3
2
·
5

270.6 95
140.4 1(0/0) -
130.2 1(0/0) -

288.6 96
130.6 2(1/2) 11.6-119
158.0 1(0/0) -

5701.4 97 5701.4
14

(0/0)
2.5-5327.1

103.6 98
공공
공지

3(0/0) 7.6-54.5

19 22327.6 99
한국
은행

5(0/5)
110.7

-15777.6

<부록_19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2014) 획지계획 상세>159)

159) 서울특별시,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14, P.12-25
     위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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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Changes in Seoul City 
Center and Bukchang-dong

-A Case Study of Gaps Between Planning 
and Reality-

Minjin Hwa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ukchang space has unique spatial character, occupying 
small lots, small buildings and unusual land use, such as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and old restaurants. This area, with 
these characteristics, had not changed for 30 years, from the 
beginning of 1980s to the beginning of 2010s.
  During this time, the Bukchang space had been established city 
plans, which had the characteristic to change. The city planning 
in the early 1980s was re-development plan. And the city 
planning in the early 2000s wa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re-development plan, planned a large scale combination of lots. 
However, these city plans had not been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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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recently, the Bukchang space has been changing a 
drip.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ing are medium and small 
scale combination of lots and over than 15 stories. And the 
occupied land use is a tourist hotel and commercial complex.
  To meet this situation, the most recent city planning of the 
Bukchang space was reorganized similar to such changes. 
However, it is focusing on feasibil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changing is to ignore the existing spatial character of the 
bukchang area.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 of the 
bukchang space and city plans concerned with the bukchang 
space. Through these contents,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to 
predict the direction of bukchang space and contemplate the 
correct city planning of bukchang space in that direction.

  

Kyewords: Bukchang, City center, Seoul, Re-development, city     
         :  planning, Urban change    
Student Number: 2014-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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