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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변화는 최근 국내의 저층 주거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
화 중 하나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용도 변화는 2000년대 이후 특정 주거 지역이 지나치
게 상업화됨에 따라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하지만 성북동의 용도 변화는 상업화
라는 부정적인 의미 외에도 도시의 다양성과 적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성북동은 한양 도성에 면하여 위치한 주거 지역으로 과거 사대문 밖으로 도시가 확장되
면서 형성된 주거지다. 특히 1970년대 시행된 성북천 복개공사 이외의 대형 개발이 없고
일부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도시형 한옥을 비롯한 지난 80여 년간의 도시
조직과 구성원이 남아 있는 역사문화지역이다.
성북동은 1980년대부터 주거지의 용도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었다.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업화의 영향과 재개발구역 설정
등 물리적인 개발 제한 속에서도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급진적이지 않았으며 거주자 이탈, 무분별한 신축, 골목 상권 파괴 등의 일반적인 도시적
문제점 역시 두드러지게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변화 방식은 성북동의 기존
물리적 환경을 유지한 채 다양한 업종으로의 변화를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공간
활용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삼청동, 홍대 인근 등의 저층 주거 지역의 용도
변화가 지나친 상업화 혹은 문화 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역 고유의 매력 퇴색,
부작용 초래 등과는 다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성북동 건축물 용도 변화의 특성을 도시 맥락적 특징과 건축적 특징
으로 나누어 밝히는 것이다.
도시 맥락적인 특징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지역 내 균형적인 분포현황, 상업화와 커뮤니
티 밀착형 용도의 공존이다. 성북동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1980년대 초 이면가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상업가로변과 더불어 이면가로변에서도 54%가 진행되었다. 상권의 변화가
가장 활발한 성북로 30m 구간은 용도 변화 대상이 다양하여 가로환경에 다채로움을 유지
하고 있다. 그중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근린업종이 상업시설 사이에 분포하여 급진적인 상
업화를 막고 지역 주민의 가로 이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북동 이면 가로는
대부분 4m의 보차혼용도로이며 입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개인
적인 목적의 용도 변화로 종교시설, 고급주택 주변에서 진행된다. 둘째, 중고등학교, 교차
로와 한옥밀집구역에 인접한 골목상권의 용도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새로운 계층의 주도 하에 용도변화가 일어나는 재개발구역이다.
성북동의 건축적 변화는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개발 제한, 재개발구역으로 인해 신축이

제한되는 제도적 제어 아래 발생한다. 이는 신축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건축물 단위 성북동의 공간적 특성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휴 공간의 활용이다. 성북동은 2010년부터 인근의 혜화동의 지가가 상승하면서 연
극단이 유입되었다. 극단은 기존 창고로 쓰이거나 비어 있던 지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또한 한옥의 유휴 공간 활용이다. 한옥의 앞, 뒷마당 공간으로 수평 증축은 대
부분의 개조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옆 건물과 다양한 형태의 민원 문제가 쉽게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인접 건축물과의 연계다. 이면거리에 위치한
오래된 목구조 주택, 한옥은 건물 간의 이격거리가 짧고 층수가 낮아 멸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조 시 인접 건물과 연계하여 수평, 수직 증축을 하면서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하
였다. 개조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인접 공간을 연계하여 증축하는 방식은 저층 주거지의
이면가로에 위치한 60년대 이전의 목구조 주택의 멸실을 방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셋째, 탄력적 공간 이용이다. 2015년 일부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며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신축 시 적용되는 건축법에 따른 면적 제한으로 인해 건축주가 증개축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연구와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성북동은 시대적 변화를 점진적인 용도변화를 통해 수용하였으며 그 과정에 있어 다양
한 방식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그 용도변화의 특징은 성북동과 유사한 골목
과 경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로 인해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지역의 공간관리계획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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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의 용도변화는 최근 국내의 저층 주거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용도변화는 2000년대 이후 특정 주거
지역이 지나치게 상업화됨에 따라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하지만 성북동
의 용도변화는 상업화라는 부정적인 의미 외에도 도시의 다양성과 적응성 측면에
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성북동은 한양 도성에 면하여 위치한 주거 지역으로 과거 사대문 밖으로 도시
가 확장되면서 형성된 주거지다. 특히 1970년대 시행된 성북천 복개공사 이외의
대형 개발이 없고 일부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도시형 한옥을 비롯
한 지난 80여 년간의 도시조직과 구성원이 남아 있는 역사문화지역이다.
성북동은 1980년대부터 주거지의 용도변화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본
격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었다.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업화의 영향
과 재개발구역 설정 등 물리적인 개발 제한 속에서도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
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도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거
주자 이탈, 무분별한 신축, 골목 상권 파괴 등의 일반적인 도시적 문제점 역시 두
드러지게 발생하지 않았다. 건축물의 용도변화는 성북동의 기존 물리적 환경을 유
지한 채 다양한 업종으로의 변화를 수용하였고, 변화 과정에서 독특한 공간 활용
방법을 보여주었다. 또한 삼청동, 홍대 인근 등의 저층 주거 지역의 용도변화가
지나친 상업화 혹은 문화 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역 고유의 매력 퇴
색, 부작용 초래와도 다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성북동 건축물 용도변화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성북동 용
도변화의 도시 맥락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분포 특성과 업종을 분석하여 입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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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도출하였다. 둘째, 다양한 공간 활용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변화 전후 변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용도변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물리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구역과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북동은 2013년 11월 역사문화지구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 1월 일부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증축, 재건축
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용도변화를 조율하는 근거를 마련
할 시작점이 되며 현 시점에서 변화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성북동의 용도변화를 살펴보면 여러 시대를 겪으며 잔존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소점포의 공간 변화를 통해 현대적인 수요에 대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모습은 새로운 변화와 적절히 조화되어 가
치를 높이고 있다. 성북동의 용도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활력 있는 도시가 갖추어
야 하는 다양성과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높은 적응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성북동과 유사한 물리적 특징을 보이는 저층 주거 지역의 상
업화 혹은 용도변화를 유도하거나 규제하는 방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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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성북동의 용도변화 현황과 공간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자 성북동 일대
전체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성북동의 면적은 약 2.85㎢로 16,83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성북동 1가 지역을 통합 관할하고 있다 . 성북동은 북측
에는 북악산, 남동측에는 한양도성이 위치하여 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북로는 청계천 지류인 성북천이 복개된 도로로서 삼청터널
을 통해 삼청동과 이어지는 가장 주요도로이다. 성북동은 저층주거지로서 자연발
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골목과 부정형 필지, 구릉지를 갖추고 있다.
1)

[

1)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통계청(2011), 2010년 인구, 가구 및 주택 전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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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현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대장,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용도
변경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용도변경에 대한 기록이 최초의 용도
변화가 되며 그 결과 1980년대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약 30년간의 용도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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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성북동 총 3998채 건축물의 전
반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대상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성북동 전체의 용도변화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계열 업종변
화 파악, 분포특성, 공간이용, 건축유형, 건축연도, 건축규모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북동의 전체 용도변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3998채의 건축물에 대
한 지번,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구조, 공시지가, 소유주 나이 및 거주
지, 현재 용도, 용도변경 내용을 세움터와 서울부동산광장 웹사이트에 기재된 건
축물대장, 인허가대장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용도변화를 겪은 214채
의 건축물은 다음지도 로드뷰 를 참고하여 과거 모습을 통해 업종을 추정하였다.
둘째, 일부 건축물 단위 사례에 대한 용도변화 전후 건축적 변용을 도면과 다이
어그램으로 기록하였다. 용도변화 전 모습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심층인터뷰를 통
해 재현 하였다.
2)

2)

다음지도(http://map.daum.net/)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서비스는 2008년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한 로드뷰 자료는 2008년 11월, 2009년 4월, 2010년 10월, 2011년 10월, 2012년 4월, 2013년 4월의
업종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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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용도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서울시 주거지역의 용도변화 관련
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또한 성북동 주거지역의 형
성과정과 공간적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성북동 전체 용도변화의 현황을 통하여 분포특성을 주요 상업가로와 이면
가로로 나누어 분석한다. 용도변화의 도시 맥락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 가로
를 선정하여 업종변화, 입지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용도변화의 건축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 세부사례를 선정하여 공간이용의
특징, 변화원인을 추가 분석하고 건축적 변용을 도면화 하여 유형을 분류한다.
넷째, 일반적인 저층 주거지역에서 성북동의 용도변화가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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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과 대상지의 이해
제1절 저층주거지의 다양성
활력 있는 도시는 다양성(Diversity)을 전제로 한다.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은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성이며 이를 위한 여러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의 하나는 여러 용도의 혼합이다. 주거지가 충분
히 집중되어 있고 거리에서 한 가지 용도의 건물보다 다양한 시간대의 다양한 이
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점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다양성
은 소규모 업체, 공간일수록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이 책은 오래된 건물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남아 있는 건물은 용도가 여
러 번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의 자생력은 다른 새로운 용도가 융화되어
도 거리를 어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오래된 건물은 단순히 지역
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꾸준히 상승하는 건축 비용의 대안이며 신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정된 용도의 입점, 계층의 독점을 억제한다. 오래된 건물과 주
변이 뒤섞여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성의 필수 조건이다.
저층 주거지의 상업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던 북촌과 삼청동, 홍대 인근 지역,
대학로 등은 역사, 문화가 주는 특별한 장소성이 부각되면서 상업, 소비문화 관련
업종에 치우친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건물과 다양한 용도가 사
라지고 인근 주거 지역에 상업 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자 거주 쾌적성을 떨어뜨
리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지의 상업화 관련된 연구는 용도변화의 다
양성과 함께 다루어져 왔다. 최진구.강준모,황기연(2007)의 청계천 주변 도심부 지
역연구는 1980년, 2003년 건물 1층 용도분포변화를 총 38개 업종에 대하여 비교하
였고, 주거용도에서 산업재, 소비재로 그 비중이 바뀌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서
울 도심부의 장소성에 대한 문제를 예측하였다. 또한 박현정, 김기호(2012)의 인사
동 지역 연구는 용도변화의 특정 업종을 다루었는데 특히 전통문화용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펴 용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전통문화와 상관없는 용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분석하여 인사동의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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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두 연구 모두 특정 업종으로 치우친 변화와 원인을 살펴 도시의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최근의 용도변화에 대한 연구지역은 홍익대학교 인근 주거지역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신성(2013)에 따르면 홍대 인근의 연남동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 건축물이 문화소비관련의 다양한 세부
업종으로 용도가 바뀌는 것을 분석하여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의한 인근 저층
주거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살펴보고 있다.
성북동은 오래된 주거지로 시대적인 변화 모습이 축적되어 있다. 그 다양성이
어떠한 물리적 특성으로 남아있고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혀 실증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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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용도변화의 적응성
도시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변화는 중요하다. 조금 더 세부적으
로 들여다보았을 때, 부분적인 개조를 통한 용도변화는 신축을 통한 새로운 용도
의 수용보다 큰 물리적인 변화 없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
기에 도시의 적응성(Adaptability)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도시의 다양성과 적응성을 살펴볼 수 있고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신
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과 도시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장소성을 유
지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거지의 장소 가치는 거주자들
의 삶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물리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대지역의 건축물의 변화와 그 특성에
대한 연구 중 권도엽(2010)의 연구는 건축물의 변화가 공간환경을 조절하고 도시
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김예지(2013)은 용도변화 과정의 건축
적인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홍대 인근의 서교동 351-485번지 일대의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용도변화 현황을 통한 건축물 유형의 분화과정과 블록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단독주택 유형에서 가장 많은 용도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건축유형별 공간적 변용을 도면을 통하여 기술하였다.
저층주거지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북동 또한 단독주택과 그 중에서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한옥과 목구조 건축물의 변형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성북동은 돈암동, 보문동과 더불어 성북구에서도 다수의 한옥이 남아있는 지역이
다. 성북구는 사대문 밖의 지역 중 최초로 한옥밀집구역으로 선정된 지역구로서
2013년 기준 서울시 전체의 한옥 약 13,000채 중 12%에 해당하는 1,618채1)가 있
다 (권용찬 외, 2014). 하지만 성북동에 잔존하여 있는 한옥의 유형은 전통한옥이
아닌 도시형 한옥 이며, 비주거시설로 용도변화를 거치면서 목구조 유형으로 변
형되거나 원형 상실된 경우가 많아 그 건축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
형 한옥은 국내 처음으로 대량 공급된 근대적 주택 유형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3)

3)

도시형 한옥은 한식지붕틀과 목구조 방식을 갖고 있고 온돌, 마루, 부엌과 마당의 공간 구성을 유지하며
주로 1920년대 이후 집장수에 의해 지어진 상품주택이다. 현재 성북구에 남아있는 한옥은 일부 문화재
한옥을 제외하면 대부분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도시형 한옥이다(전봉희, 권용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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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오래된 주거지의 적응성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기존에
한옥의 변형을 다룬 선행연구 중에서 성북구의 한옥에 대한 연구로 김영수(2012)
는 돈암지구의 한옥주거지 구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필지형태, 도로 격자유무
와 그에 따른 한옥의 원형 형태, 향 등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성북동은 돈암조직
에 일부구역만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연구범위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독주택
중 한옥의 비율이 15%으로 높고 전체 혹은 부분적인 용도변화를 통한 변형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어 건축적 변용상태를 살펴 도시형 한옥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
구에 어떻게 대응하여 적응하였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성북동은 오래된 저층 주거 지역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뿐만 아니라 소점포들
이 시대적 변화를 흡수하며 남아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용도와 업종의 변화에 따
라 내외부 공간 구성, 이용자가 바뀌었을 것이며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축적되어
성북동만의 지역 특색을 형성한다. 성북동의 다양성은 오래된 건물, 지역 주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과 더불어 임대료가 저렴한 오래된 건물을 찾
는 방문자, 거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역동적인 주거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
축이 아닌 시대적 적층에 의해 변형된 공간들은 지역에 대한 높은 적응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례를 발굴하고 용도변화 전, 후의
건축적 변용과 공간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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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북동 용도변화에 대한 이해
1.

용도변화의 정의

1)

건축물의 용도변화

본 연구에서 용도변화는 건축물 단위 용도변화를 의미한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
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뜻하며 현
행 건축법에서는 이를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 범위에
따라 대상이 나뉘어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거쳐 대상별로 인허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기록된다. 시설군 중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 된
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시설군

세부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표 2-1]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기준
※ 자료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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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용도의 재분류

본 연구에 앞서 건축물의 용도를 재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 「건축법」으로 각
건축물의 용도를 총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동일한 시설이라고 해도 바닥 면적의
합계에 따라 용도가 나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도에 관한 정보를 주 용도,
세부 용도, 업종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예시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연구대상

용도

기본자료

출처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세움터

세부용도

일반음식점

인허가대장

서울부동산광장

업종

손가네설렁탕
[

다음지도 로드뷰
현장조사

다음(daum)

표 2-2] 건축물 용도명 기준 예시 (성북동 128-16번지 )

본 연구는 도시조직, 가로환경의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층부의 1
층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성북동 총 3998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대
장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고 인허가대장과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였다.
또한 분석에 앞서 용도명을 건축법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연구 대
상지의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용도명은 총 68종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용도 내
용 중 일부는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다. 용도가 복수로 기입되었을 때는 상위 시
설군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주택·점포는 주택보다 점포가 제1
종 근린생활시설로 상위 시설군이기 때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동일한 기준
으로 다세대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상위 시설군이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제1종, 제2종의 구분 없이 근린생활시
설로 표기된 건축물이 있다. 그중 세부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였다. 데이터 누
락, 창고, 공원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성북동의 건축물은 13종의
주 용도로 분류하고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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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
료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기타 근린생활시설, 기타이다.
2.

성북동 용도변화의 현황과 원인

1)

성북동의 형성배경과 주요 현황

성북동은 조선시대 정부의 식민사업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이다 . 성북천을 따
라 마을이 생성되었고, 이를 이용한 마전이 행해졌으며 당시 북한산의 우수한 경
관으로 예술인촌이 형성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한옥과 양옥이 모두 증가했
다. ([그림2-1] 참고) 1936년 일본의 ‘경성부 시가지 계획’에 의해 성북동1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근대적 개념의 택지조성사업이 실시되었지만 중일전쟁(1937)
과 태평양 전쟁(1941)으로 인해 도시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한국전쟁
(1950)을 겪으며 성북동은 피난민의 정착과 함께 판잣집이 들어서 열악한 주거환
경을 형성했다. 또한 이 시기에 만해 한용운 등 독립운동가들이 정착하였다.
4)

[

4)

그림 2-1] 1930~40년대 성북동 주민수의 변화
※ 자료 : 성북구지 , 334p

고정욱(1999), 갈 곳 모르는 비둘기의 고장/성북동. 도시문제. 34(372) : 127-1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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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북정골 건너편으로 호화주택이 들어섰다.
청와대와 가까운 성북동에 정부 관련 인사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었으며, 부촌과 빈
촌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1970년대에도 계속해서 대저택과 대
사관저가 모여 성락원 일대는 부촌이 넓게 형성되고 이는 한남동과 더불어 '대한
민국 부촌 1번지‘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 밀실 정치의 장소였던 대원
각과 삼청각이 들어서면서 배후 산업인 미용실과 의상실 등의 상점이 일반적인
중산층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같은 시기 중산층 지역은 다세대주택의 개발이
시작되어 한옥의 멸실이 시작되었다. 또한 1977년 성북동의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성북천이 상류를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복개, 확장공사를 거쳐 모두 도로로 바뀌
었으며, 성북로 양옆으로 소매점이 들어서는 배치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의 주택형태는 더욱 다양화 되는 반면 중산층 지역은
재개발구역의 설정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지역 내 빈부격차와 주거환경 수준의 격
차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까지 주거환경, 주택형태, 인근 상
업화의 업종 등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양도성을 비롯한 예술인, 독립운동가의 고택 및 관련된 장소는 현재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
단위계획이 설립되면서 앞으로 역사문화지구로서 더욱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1960

[

그림 2-2] 경도오부 (1750), 대경성전도 (1936),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 (1953),
항공사진 (2002)
※ 자료 : 서울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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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지정되어 있
다. 특히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며 근린생활
시설, 기타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북정마을 일대(91,429.1
㎡)에는 고급주택, 대사관저들이 밀집되어 있다. 총 4개의 재개발지역은 노후한
한옥이 많이 남아있으며 일부 한옥에서 상업용도로 이용을 위한 외관개선, 용도변
경,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재개발지역 내의 공간에서 성북
지역을 기반하고 있는 주민, 단체, 예술인들이 결성한 마을 공동체인 ‘성북동천’등
이 생겨나면서 지역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한
옥,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혹은 상업시설의 1층의 일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
식이다.

[

그림 2-3] 성북동 용도지역 ·지구 및 재개발지역 현황

성북동의 주택은 지난 80여 년간의 축적된 다양한 주거유형을 보여준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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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축 외장재와 설계기법을 시도한 고급 주택부터 일반적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한옥, 양옥, 일제 강점기 시대의 영향을 받은 목구조의 절충식 주택,
판잣집을 비롯한 무허가 노후 주택이 있다. 그 중 일부는 주거용도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비롯한 타 용도로 변화되면서 건축적 변형이 일어났다. 공통적인 배치유형
으로 성북로의 양 옆의 건축물을 들 수 있는데 과거 성북천을 따라 줄지어 들어
섰던 1~2층의 조적식건물의 소점포가 위치하고 그 뒤로 ㄷ,ㄱ,ㄴ의 한옥이 들어
서는 유형이다. 이 중 다수가 용도변화를 겪었다.

[

그림 2-4] 성북동 1가·성북로 ·한성대입구역의 위치

성북동의 1990년~2014년 인허가대장을 통한 신축,증축, 용도변경 관련 민
간개발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과 2010~2012년 사이의 개발 건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허가대장 상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신고대상만 기입되어 전
체적인 용도변화는 알 수 없지만 2000년대 이후 개발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북로를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한성대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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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주거지역으로 상업시설이 침투하고 있지만, 대형신축건물이나 프랜차이즈점
이 입점하는 모습은 아니다.

[

그림 2-5] 성북동 주거지의 상업화 모습과 주용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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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북동 용도변화의 현황

성북동의 건축물은 총 3998채로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이 전체의 75.4%를 차지
하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역이다. 성북동의 상업화는 한성대입구역 인근 일대,
성북동1가 일부구역과 성북로를 따라 이루어졌다. 성북로는 대표적은 상업가로로
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이루어진 성북천 복개공사와 확장공사를 거쳐 확폭
되었다. 양 옆으로 소매점이 들어섰으며 주요 상업가로이다. 2000년대 이후 상업
화가 시작되었으며 한성대입구역 주변으로 6층 내외의 빌딩이 신축되며 스타벅스,
나폴레옹 과자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점이 입점하였지만 대부분의 상업화는 신축이
아닌 용도변화를 동반하였고 그 양상이 기존의 1~2층의 건축물을 증개축하며 이
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3998채 건축물 중 용도변화를 겪은 수는 214채
이다. 이는 전체의 약 5.4%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대 3회 용도변화를 겪었으며
인허가대장,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관련 정보가 누락된 건축물과 동일시설군 내
의 세부업종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수이다. 그 분포는 아래와 같다.

[

그림 2-6] 성북동 용도변화 분포 및 횟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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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4채 중 1회 용도변화를 겪은 건축물의 수는 178채, 2회 용도변화를 겪은
건축물은 26채, 3회 용도변화를 겪은 건축물은 10채이다.
용도변화 현황을 시계열로 살펴보았다. 최초의 용도변화는 1980년대에 일어났
으며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를 1년 단위로 다시 살펴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의 용도변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3)

그림 2-7] 용도변화 시계열 현황

성북동 용도변화의 원인

성북동의 용도변화는 이면가로에서부터 시작되었고 2005년 이후 성북로에서 빈
번하게 일어나 가장 대표적인 상업가로를 형성한다. 성북로는 2000년~2010년의
사업체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구역이며 근린생활시설로 바뀐 경우가 가장 많
아 용도변화의 주요원인이 상업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지 않았던 이유로 제1종주거전용구역, 성북재개발구역, 문화재 주변 개발제
한을 들 수가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지정된 성북재개발구역은 신축과 일부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이 제한되면서 투자의 가치가 떨어졌다.
부정형 필지, 자연발생적인 골목, 구릉지 또한 대형개발을 막은 물리적인 원인이
다. 다른 원인으로 성북동 대다수의 주민과 성북구 환경단체의 개발반대 의지이
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백악산 뒤를 뚫고 삼청터널 지하하부를 지나 성북로와 이어
지는 평창터널이 계획되었지만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원인
들로 성북동의 대규모 건설의 투자가치를 하락시켰으며 신축의 제한은 기존 건축
물을 용도변화하며 현대의 수요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전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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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1985년미만

1985-1990년미만

1990-1995년미만

[

그림 2-8] 용도변화 시계열 현황 분포도 (1980년~1995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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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2000년미만

2000-2005년미만

2005-2010년미만

[

그림 2-9] 용도변화 시계열 현황 분포도 (1995년~2010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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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5년미만

[

그림 2-10] 용도변화 시계열 현황 분포도 (2010년~2015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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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북동 용도변화의 도시 맥락적 특징
제1절 용도변화의 분포현황
성북동의 용도변화 비중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가로변이 전체의 46%, 이면가로
변이 54%다. 용도변화가 외부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업가로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거 지역 내부의 가로변에서도 균형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
의 용도변화는 1980년대 초 이면가로에서 시작되었다. 성북동의 주요갈의 위계별
로 용도변화를 살펴보면 성북로 주변에서 용도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30m
구간의 비중이 12m 구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넓은 대로변에 위치한 건축
물의 용도변화가 더 활발히 일어났다. 선잠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내부가로이
지만 용도변경 비율이 높아 상업화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주요 상업가로와 이
면가로로 나누어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도로명

전체 건축물(A)

30m 이내 용도변화건축물(B)

비율(B/A)

성북로(30m구간)

389

76

20%

성북로(12m구간)

122

20

16%

선잠로(10m)

182

15

8%

창경궁로(36m)

42

3

7%

블럭내부

2501

91

4%

대사관로(10m)

283

7

2%

성북로23(10m)

406

4

1%

[

1.

표 3-1] 도로위계와 관계성

주요 상업가로변 용도변화

대표적인 상업가로인 창경궁로, 성북로와 선잠로 주변은 최근 2014~2015년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상업가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용도변화는 대로
변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의 46%에서 일어났으며 성북로를 중심으로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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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최대인 3회의 용도변화가 진행된 건축물이 분포되어 있다.

[

그림 3-1] 주요 상업가로 주변 용도변화 건축물의 분포

창경궁로, 성북로 30m 구간은 한성대입구역에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2000~2010년에 사업체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구역이다. 성북로 30m 구간은
인접한 주거 지역과 재개발 구역에 중산층이 대다수 밀집해 있어 상업가로이자
지역주민들의 생활가로다. 1978년 성북천의 복개, 성북로 확장 공사를 거쳐 지금
의 도로가 형성되었으며 대로변의 근린생활시설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며 업종
이 바뀌어왔다. 예를 들어 성북로 30m 구간 중심에 위치한 성북동 132-3번지는
1992년 신축된 5층의 건축물이다. 당시 금융업종 임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1층
에 은행이 위치하였지만 1999년 음식점, 2006년 의원을 거쳐 2012년 전시장과
슈퍼마켓으로 바뀌었다.
성북로 30m 구간은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용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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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양한 업종이 입지하고 있다. 용도변화를 겪은 77채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
게, 일반음식점으로 바뀐 것은 33채이며 그 외 34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의원,
제과점, 소매점, 학원, 제조업체, 사무소 순으로 생활편의업종이 입점해 있다. 이
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이면가로로 밀려나지 않고 상업가로의 전면에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상업화 과정에서 용도변화 되는 업종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용도변화를 겪은 건축물의 건축 연도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에 지
어진 건축물의 비율이 높다.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은 1~2층의 목조 주택, 소
점포가 많으며 실제로 3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은 거의 없다(성북동 1가 35-1번
지, 성북동 132-3번지, 60-7번지, 41번지, 184-88번지). 신축이 아닌 기존 건
축물의 개조방식을 선택함으로써 1960년대 이전의 건축유형이 남아 변형되어 왔
고 성북동이라는 오래된 저층 주거지만 가질 수 있는 다채로운 가로환경을 제공
한다.
성북로 12m 구간은 약 60m 구간의 왕복 2차선 도로다. 성북로 30m 구간보다
보도 블록이 덜 정비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용이하지 않다. 용도변화가 된 건
축물은 총 22채로 모두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일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창
경궁로, 성북로 30m 구간과 동일하게 1930~80년대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 1940~60년대 지어진 한옥의 용도변화가 두드러진다.

[

그림 3-2] 성북로 건축물의 건축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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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잠로는 제1종 주거전용지역인 고급 주택지를 배후에 둔 폭 10m의 가로이며
경사지를 갖고 있다. 약 970m 구간에 한국가구박물관-길상사-선잠담지를 연결
하고 있어 방문객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2015년 마을버스 노선
이 신설되었다. 경사지에 세워진 일반 고급주택 저층부는 주로 차고지와 옹벽으로
이루어져 단조로운 가로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용도변화는 2000년 중반 이후 1970～90년대 지어진 고급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택의 전체를 수선하거나 앞마당, 주차장의 일부를 개조하여 전시장,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들어서게 하였다. 하지만 변화 과정에서 4~5m 높
은 담장의 형성, 개방성이 없는 외장재 선택, 외부인의 접근을 고려하지 않은 출
입구 위치, 일반인의 입장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전시 프로그램과
같은 공간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폐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잇다. 이러한 이유
로 용도변화를 통해 비주거시설이 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조로운 가로경관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 역시 일어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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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업가로명

창경궁로

성북로

용도변화 건축물
업종

건축연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의원

1970~2000년대 지어진 건
축물

(30m구간)

(30m구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부동산,

1930년대~90년대 지어진 목

의원, 제과점, 소매점, 학원, 제조

조주택, 소점포

업소, 사무소
(12m구간)

선잠로

(12m구간)

1930년대~80년대 지어진 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조주택, 한옥

전시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부동산

[

1970~90년대 지어진 고급
단독주택

표 3-2] 주요 상업가로 도시 맥락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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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성북동 30m구간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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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면가로변의 용도변화

[

그림 3-4] 이면가로변 용도변화 건축물의 분포

성북동의 이면가로는 주로 자연 발생적인 좁은 골목길과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
다. 비정형 블록과 가로의 형태, 경사지는 성북동만의 특색 있는 주거지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다. 성북동 북측의 제1종 주거전용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m 이
내의 보차혼용도로이다. 전체의 54%의 용도변화가 이면가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최
대 두 번의 용도변화가 일어났다. 이면가로변의 용도변화를 겪은 건축물의 분포
특성과 업종 변화는 다음과 같다.
성북로 30m, 12m 구간에 인접한 이면가로는 비교적 경사가 없으며 용도변화를
통해 대부분 비주거시설이 들어섰다. 용도변화 후를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주택,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순으로 변화 비율이 높고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
실이 25%로 가장 많다. 그 외 학원과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소매점, 아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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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의원, 부동산 순이다.
이면가로 주변 용도변화의 분포 특성은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변화의 주체가 시장의 흐름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을 가진 용도변화다. 접
근이 어려운 골목이거나 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으로 용도변화가 일어
난다. 사례로 종교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개조하여 종
교 제품 판매점 등 인근 종교시설의 부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용도변경으로
아동시설, 노유자시설이 된 곳은 성북동에 자리 잡고 있는 대사관에서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입지 조건보다 인근 특수 기능이 분화되면서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성북동 330번지 일대의 고급 주택은 전
체 혹은 부분적으로 개조되어 문화시설과 업무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의 용도변화는 공통적인 특징이 없고 인접한 유사 업종의 근린생활
시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성격의 가로를 만들지 않는다.
둘째, 학교와 인접한 가로, 교차로, 한옥과 같은 매력적인 개발 요소가 있는 곳
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의 용도변화이다. 중·고등학교 인접 가로변은 동구여
자중고등학교, 홍익사대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이면가로변에 생활편의업종으로 바뀐
점포가 밀집해있다. 기존의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저층부가 지역 주민, 학생을 위
한 분식점, 소품가게, 만화 캐릭터샵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어 작은 골목상권을
이루고 있다. 성북동 177-42번지 ‘빼빼곰’은 학생들 대상의 분식점으로 1946년
지어진 점포의 1층 일부를 개조하였다. 1946년 미용실, 2006년 부동산 중개업소
를 거쳐 2012년 분식점이 입점하였다. 운영 시간이 오후 2～7시라는 것과 19세
미만 1500원 할인 이벤트는 이 점포가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을 주요 타깃으로 운
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권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장소로는 보행량과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
차로와 한옥 밀집 구역이 있다. 선잠로, 선잠로 12길, 성북로 16길, 성북로 18길
이 만나는 교차로는 보행량이 많으며 주변의 고급주택지역, 다가구주택지역, 재개
발구역과 맞닿아 있어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가구주택의 저층부가 그
릇 가게, 카페 등으로 바뀌면서 인접 골목으로 용도변화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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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통행량도 많아 가로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북동은
1930~60년대 지어진 한옥이 성북동 1가와 선잠단지 맞은편 지역에 소규모로 밀
집되어 있다. 최근 한옥을 개조한 카페, 상점 등 변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카페,
음식점, 사진관, 의원 등으로 바뀌었다.
셋째, 재개발구역 내의 임대료가 저렴한 오래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다. 2004년
성북1 재개발구역, 2005년 성북3 재개발구역이 설정되자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새로운 계층이 유입되었다. 인근 혜화동, 북촌과 삼청동의 상업화로 인한 임
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연극인, 예술인, 카페 임대인이 이면가로의 작은 주택,
건물의 저층부를 개조하여 카페, 극장, 갤러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
요가로와 인접한 이면가로를 선호하며 차량 통행이 어려운 구역에 입점하였다. 가
로변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
기 때문이다. 주차장, 창고 등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있던 공간을 카페, 공방
등으로 탈바꿈시켜 가로에 활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관찰한 것과 건축
물대장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 실제로는 공식적인 용도변화를 거쳐 입점하는
경우가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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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화의 목적

용도변화 건축물
입지특성

개인적인 목적

접근이 어려운 골목, 경사지에도

업종

불구하고 용도변화 발생함.

종교시설, 아동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학교 인접 가로변) 분식점, 소품
가게, 만화캐릭터샵

(교차로)
골목상권

학교와 인접한 가로변, 교차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점, 까페, 판매점.

한옥과 같은 매력적인 개발요소
가 존재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용

(한옥밀집구역) 휴게음식점, 일반

도변화 일어남.

음식점, 까페, 판매점, 사진관,
의원.

저렴한 임대료를 원하는 새로운
저렴한 임대료

계층의 유입으로 주요가로와 인

까페, 공방, 판매점.

접한 이면가로를 중심으로 입점
함.

[

표 3-3] 이면 가로변의 도시 맥락적 특징
- 32 -

제2절 상업화와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의 공존
성북동은 한성대입구역을 제외하고 지하철역이 없다.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내부를 순회하고 있어 주민과 외부인의 버스 이용률이 높
다. 공영주차장, 버스정류장 주변 등 생활거점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 된 비율이 역사문화자원, 한양도성 주변의 용도변경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용도변화를 통한 상업화가 단순히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시설

전체 건축물(A)

50m 이내 용도변화건축물(B)

비율(B/A)

공영주차장

100

17

17%

버스정류장

645

66

10%

근린생활시설

2393

173

7%

역사문화자원

193

12

6%

공원

18

1

6%

학교

507

20

4%

한양도성

310

8

3%

[

표 3-4] 주요시설의 접근성

성북동의 사업체 수는 2000년 696개에서 2013년 1,021개로 꾸준히 증가하였
다. 제조업종, 금융업종이 줄어들고 숙박업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및 정보서비
스업종이 늘어났다 . 용도변화 또한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일반 음식점으로 바
뀐 비율이 가장 높아 외부 수요 변동에 따른 상업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용도변경이 된 업종 중 42%가 생활편의업종이며
이는 일반적인 저층 주거지의 상업화에서 발생하는 획일화된 업종 변화와는 다른
양상이다.
5)

5)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5), 소지역 통계 총괄 사업체 수 2000∼2013년 전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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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의 공존

성북동의 주거지역은 2000년대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아지면
서 관광지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이 시기에 한양 도성, 북악스카이웨이 등 관광
자원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극장 등 예술 문화 공간이 형
성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촌, 삼청동의 비싼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한
많은 음식점, 카페들이 인접한 성북동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러한 상업화 양상에
도 불구하고 오래된 주택, 소점포를 개조하여 생활편의업종이 다수 있으며 이를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라고 정의하였다.

[

그림 3-5] 생활편의업종 분포도

생활편의업종은 성북로 30m 간의 대로변, 일반 주택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로를 형성하지 않지만 상업시설과 인접하여 소규모 단위로 조밀하게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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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여 있거나 고루 퍼져 있다.
용도변화를 겪은 총 214채의 건축물 중 66채가 생활편의업종이다. 세부 업종
을 살펴보면 의원, 부동산 중개업소, 미용원, 소매점, 학원, 지역자치센터, 노인복
지시설, 아동시설이다. 소매점은 슈퍼마켓, 철물점, 세탁소, 분식점, 사진관, 정육
점, 제과점 등으로 나누어진다. 생활편의업종으로 용도변화된 건축물의 유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지어진 도시형 한옥, 소
점포의 저층부를 개조한 것과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3~6층의
다세대주택, 빌라의 저층부에 입점한 시설이다.

[

그림 3-6] 생활편의업종의 건축연도와 세부업종

성북동은 저층 주거지가 상업화 되면서 생활편의업종이 없어지는 타지역의 일
반적인 현상과 다르다. 서촌의 체부동 19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이후 생활에
밀접한 소매점이 음식점, 카페, 커피숍으로 용도변경이 시작되었다. 이는 지가 상
승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임대료에 가장 취약한 생활편의업종이 밀려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성북동의 경우 생활편의업종이 상업시설과 함께 공존하
여 있고 오래된 건축물과 함께 특별한 장소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성북로 30m 구간이다.
성북로 30m 구간은 성북동에서 상업화가 가장 활발한 구간으로 지가 상승의
폭도 가장 크다. 하지만 생활편의업종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그 수가 적지만 일반
상업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급진적인 개발을 막는다. 또한 외부인뿐 아니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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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가로이용률을 높여 다양한 계층, 시간대의 보행을 유도한다. 건축물의 저
층부의 모습이 다채로워 활력 있는 가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 구간은 8
차선 도로와 넓은 보도블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층의 작은 건축물로 이루어
져 있어 이러한 다채로움이 극대화 되었다. 성북로30m구간은 2000년대 이후 활
발한 용도변화를 통하여 성북동의 대표적인 상업가로가 되었으며 좋은 상권임에
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주점, 맛집 사이에 미용실, 세탁소, 슈퍼마켓, 집 수리 인테
리어점 등의 생활편의업종이 분포해 있으며, 이용률 또한 높다.

[

그림 3-7] 성북로 30m구간 생활편의업종의 분포와 용도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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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가로별 입지특징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와 상업화된 시설의 공존은 주거지의 급속한 변화를 제어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상권 개발에도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여러 근린생활시설
이 밀려나지 않으므로 거주민의 이탈을 막고 주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가로를 선정하여 용도변화의 업종과 연도, 과정을 상세히 분
석하였다. 선정된 가로는 주요 상업가로인 성북로변과 이면가로변 중 주거지를 배
후에 두고 있는 동구여자중고등학교 주변 성북로 8길, 한옥밀집구역의 창경궁로
43길이다.

[

그림 3-8] 대표가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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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북로 30m 구간

성북로 30m 구간은 상업화가 가장 활발한 구간이지만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업
종이 나란히 분포하여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부터 성북로 양 옆으로 각종 소
점포들과 3층 이하의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1990년대부터 용도변경으로 비주거
시설로 바뀌어 상업거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그림 3-9] 성북로 30m구간 용도변화 업종과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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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 가장 용도변화가 활발히 일어났으며 2, 3회 용도변경이 되었다.
특히 성북동 170-44번지, 성북동 133-59번지 건축물은 이 지역 최대인 3회의 용도
변경이 진행되었으며, 생활편의업종으로 변경되었다. 성북동 170-44번지는 1964년
지어진 지상 1층, 연면적 33.36㎡ 점포로 2006년 부동산 중개업소, 2012년 휴게음
식점으로 변화하였다가 2013년 다시 부동산 중개업소로 용도변경 하였다. 성북동
133-59번지는 1964년에 지어진 지상 2층, 연면적 99.5㎡의 주택으로 1층이 2006년
소매점, 2006년 일반 음식점을 거쳐 2008년 이후 미용원이 들어서 있다. 두 건축
물의 공통점은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건축주가 업종을 바꾸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업시설과 함께 생활편의업종이 공존하고 있어 외부인과 지역 주민의 보행률
이 높으며 그 결과 역동적인 활동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성북로 30m 구간은
약 3m의 넓은 보도블럭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진다. 꽃과 여러 식물들이 가꾸
어져있고, 비정기적으로 마켓이 열린다. 또한 인근의 조지훈 생가와 함께 시가 적
힌 공공 조형물이 있으며 곳곳에 벤치와 성북동의 소식을 볼 수 있는 지역 대자
보가 있다.
2000

[

그림 3-10] 성북로 30m구간 보행자가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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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용도변화 내용을 건축물대장과 현장관찰을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 일반음식점, 봉팔레트 (성북동 133-58번지)
용도변경 후 전경
용도변화 업종 및 연도
주택(1930) → 근린생활시설(2002) → 음식점
(2006)
용도변화 내용
1930년대 지어진 한옥과 점포로 추정되며 연면
적 39.67㎡의 규모이다. 2002년 39.67㎡을 근
린생활시설, 2006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
다. 현재 점포 1층은 소매점, 2층과 뒤편의 한옥
이 연계되어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전시장 및 슈퍼마켓/Art Design (성북동 132-3번지)
용도변경 후 전경
용도변화 업종 및 연도
금융업소(1992) → 일반음식점(1999) → 의원
(2006) → 전시장 (2012)
용도변화 내용
1992년 지어진 건축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연면적 4768.19㎡규모이다. 1층의 용도변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여 은행에
서 음식점, 의원, 현재는 전시장과 대형 슈퍼마
켓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 부동산, 청솔부동산 (성북동 170-44번지)
용도변경 후 전경
용도변화 업종 및 연도
소매점(1964) → 부동산(2006) → 휴게음식점
(2012) → 부동산(2013)
용도변화 내용
1964년 지어진 목조주택은 지상 1층의 건물로
연면적 36.36㎡의 규모이다. 2006년 1층 소매점
19.83㎡을 부동산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 휴게
음식점, 2013년 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하여 현
재 부동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5.53㎡
은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

표 3-5] 성북로 30m구간 대표 용도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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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업종은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이다. 상업시설보다 상대적
으로 작은 규모와 오래된 건축물에 위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운영을 추
구한다. 다양한 생활편의업종이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지에 남아있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북로 30m 구간과 성북로 12m 구간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성북로 12m 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차량의 이용률이 높다. 용도변경이
된 건축물이 총 22채로 모두 휴게, 일반 음식점으로 바뀌었고 과거부터 맛집이 밀
집해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다.
2003년부터 시작된 용도변화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건축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음식점 거리를 형성하였으며 대부분 10대
내외의 중규모 주차장을 전면부에 내세우고 있어 보행환경이 좋지 않고 차량 통
행을 더 많이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근에 사설 주차장이
증가하였다. 성북로 30m 구간과 비슷한 밀도의 주거지를 배후에 두고 있지만 보
행률이 낮고 주말에는 외부인들과 차량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성북로 30m 구간
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건축 규모와 형태를 바탕으로 용도변경
을 하였으나 단일 업종으로 변화, 가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차 시설을 전면
부에 배치한 결과 저층 주거지의 가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11] 성북로 30m구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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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로 30m구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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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로 12m구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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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북로8길

성북로 8길은 동구여자중고등학교로 향하는 골목으로 성북1 재개발구역에 위치
한 이면가로이며 폭 4m의 보차혼용가로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저층부에
상점이 입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다.

[

그림 3-12] 성북로 8길 용도변화 업종과 사례

용도변화는 2003년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제 1, 2종 근린생활시
설로 바뀌었다. 성북동 266-2번지는 주거지 골목에 위치한 작은 분식점으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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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중고등학교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2층 건물의 저층부를 미장원과 분
식집으로 쓰고 있다. 2006년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 교복 판매점이 입점해 있다가
2012년에 미장원과 분식점이 입점하였다. 영업 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이므
로 인근 초․ 증․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북동은 일반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없기 때문에 동네 분식점이
운영될 수 있다. 이 외 만화소품가게, 공방이 있다. 이면가로의 활발한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주거환경의 질
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용도변화 내용을 건축물대장과 현장관찰을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 소매점, 쿨헤어라인/빼빼곰 (성북동 177-42번지)
용도변경 후 전경

용도변화 업종 및 연도
미장원(1946) → 부동산중개업소(2006) → 음식
점(2012)
용도변화 내용
1977년 지어진 주택 및 점포는 지상 2층, 지하1
층의 건물로 연면적 134.21㎡의 규모이다. 2006
년 미장원 14.55㎡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
중개업소)로 변경하였고, 2012년 제2종근린생활
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여 현재 빼빼곰 분
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 소매점, 공방 (성북동 183-4번지)
용도변경 후 전경

용도변화 업종 및 연도
주택(1968) → 소매점(2008)
용도변화 내용
1968년에 지어진 ㄷ자 한옥은 지하 1층의 연면
적 37.69㎡규모이다. 2008년 건물의 일부분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현재
공방 및 판매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로변에서
는 한옥의 형태를 인지 할 수 없다.
[

표 3-6] 성북로 8길 대표사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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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경궁로43길

창경궁로 43길은 창경궁로와 성북로 사이에 위치한 이면가로로서 제2종 일반주
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배후에 두고 있다. 인근의 한성대입구역 주변 상
권이 개발되면서 단독주택을 개조한 후 그 안에 음식점 등이 입점하여 상업화되
고 있다. 특히 이곳은 한옥밀집구역으로 6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한옥이 많이 잔존
한 곳이다. 그중 개발 매력을 보유한 한옥과 단독주택이 다양한 용도변화를 수용
하며 남아 있다.

[

그림 3-13] 창경궁로 43길 용도변화 업종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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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1가 35-7번지는 한옥에서 1988년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용도변경은 2000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성북동 1가 37번지는 1930년
대 지어진 도시형 한옥으로 2004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후 통해 사무
소로 이용되다가 2012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카페와 사진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영향을 받아 바로 옆에 위치한 성북동 1가 47번지의 2층 규모
의 단독주택이 2012년 1층을 개조하여 음식점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 후 2015년
사무소로 다시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경궁로 43길은 한옥의 잠
재적 가치가 상승하고 한성대입구역과 성북로의 상권 개발의 영향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오르면서 단독주택이 상업 건축물로 바뀌게 된 대표적인 이면가로이다. 상
업화의 영향을 받아 음식점, 카페로 많이 바뀌었지만 사진관, 학원, 병원, 부동산,
사무소의 생활편의업종으로 바뀐 곳도 있어 주거지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기능
을 잃지 않고 있다.

[

그림 3-14] 성북 1가 35-7번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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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용도변화 내용을 건축물대장과 현장관찰을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 일반음식점, 정주집 (성북동1가 35-7번지)
용도변경 후 전경

용도변화 업종 및 연도
주택(1959) → 일반음식점(1984)
용도변화 내용
1959년 지어진 한옥으로 연면적 114.31㎡의 규
모이다. 1984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여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다.

· 사무소, 애니컴퓨터 (성북동 52번지)
용도변경 후 전경

용도변화 업종 및 연도
소매점(1984) → 사무실(2013)
용도변화 내용
1984년 신축된 빌딩은 지상 3층, 지하1층의 건
물로 연면적 528㎡의 규모이다. 2013년 지상1층
소매점132㎡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2층은 소매점이며 3층
은 사무실이다.
· 휴게음식점, 날아라코끼리 (성북동1가 37번지)
용도변경 후 전경

용도변화 업종 및 연도
주택(1930) → 사무소(2004) → 음식점(2012)
용도변화 내용
1930년 지어진 ㄴ자 한옥으로 연면적 46.44㎡의
규모이다. 2004년 사무소로 전체 공간을 용도변
경하였고, 2012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여 현
재 까페와 사진관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

표 3-7] 창경궁로 43길 대표사례 현황

- 48 -

제4절 소결
성북동의 주요 상업가로와 이면가로에서 진행된 용도변화의 비율은 균형적이었
다. 또한 상업화와 함께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가 공존함으로써 주거 기능을 유지
하면서 상권 개발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용도변화의 도시 맥락적 특징을 밝
히기 위해 분포 특성과 업종, 건축 연도를 분석하여 입지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특징은 용도변화의 분포현황다. 성북동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1980년대
초 이면가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용도변경 중 54%가 이면가
로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상업가로에서 대다수의 용도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가 상
승으로 경쟁력이 낮은 업종이 이면가로로 밀려나간 양상과는 다르다. 주요 상업가
로인 창경궁로, 성북로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며 업종이 바뀌었다. 상권의 변화
가 가장 활발한 성북로 30m 구간은 77채의 근린생활시설 중 33채가 휴게, 일반
음식점으로 바뀌었으며 나머지 34채는 생활편의업종이 입점해 있다. 1940~60년
대 지어진 건축물의 저층부를 개조하였고 작은 소점포, 주택의 공간을 활용하였
다. 이로써 가로환경에 활력을 주며 독특한 상권을 형성하는 동시에 주거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성북동의 이면가로는 오래된 골목과 경사지이며 대부분 4m 보
차혼용도로이다. 입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목
적의 용도변화는 종교시설, 고급주택 주변에서 발생하며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
둘째, 중․고등학교 인접 가로변, 교차로와 한옥밀집구역의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용
도변화가 일어났다. 셋째,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수
요로 인한 용도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예술문화 공간, 작은 가게 등이 입점하여
새롭게 가로 활력을 주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상업화와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의 공존이다.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업종으로 정의된다. 생활편의업종은 전체 용도변
경 건수 중 약 30%를 차지하는데 소매점, 부동산 중개업소, 미용원, 학원, 아동
관련 시설, 의원, 지역자치센터가 있으며 주거 지역을 배후에 두고 소규모 단위로
집합되어 있거나 고루 퍼져 있다. 또한 운영 기간이 오래된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건물주가 시장 변화에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오랜 기간 해당 공간을 유지해
- 49 -

왔으므로 지역에 대해 애착심과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북로
30m 구간의 상업시설 사이에 위치한 생활편의업종은 급진적인 상업화를 제어하
고 주민의 가로 이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은 주거지가 상업화되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점인 대형 상점화에 의한 소규모 지역 상권의 파괴, 도시 공간의 획일화의 바
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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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용도변화의 건축적 특성
건축물의 증개축 는 신축에서 요구하는 면적제한 등을 피하고 빈 집, 유휴공간
등 과소평가 되었던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큰 변화
없이 시간에 따른 수요변화 흡수할 수 있는 높은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 성북동은
대로변의 저층 건축물이 오랜 시간 증개축을 겪으며 남아있어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또한 증개축과정에서 필지, 건물의 합병을 통해 주변 건축물과 연계를
하여 공간을 수평, 수직 증축하는 다수의 특징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건축물
단위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부분석에 앞서 건축유형과 건축연도에 대
해 개략적인 분석을 하였다.
6)

1)

건축유형

건축유형(용도)

전체 건축물(A)

용도변화 건축물(B)

비율(B/A)

제1종근린생활시설

91

23

25.3%

의료시설

4

1

25.0%

기타 근린생활시설

168

38

23.5%

종교시설

53

11

20.8%

문화 및 집회시설

29

6

20.7%

노유자 시설

11

1

9.1%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계

59
2770
253
479
73
6
2
3998

5
122
2
4
0
0
0
214

8.5%
4.4%
0.8%
0.8%
0.0%
0.0%
0.0%
5.4%

[

표 4-1] 건축유형과 용도변화

채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20채는 같은 시설 안의 업종변화이고 제2종근린
생활시설 역시 5채 중 2채가 업종변화이다. 기타 근린생활시설 또한 38채 중 32
23

6)

건축물의 증개축(리모델링)는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법령정
보센터, 건축법 시행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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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세부간의 용도변화이다. 종교시설의 용도변화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부설 유
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등 용도의 세분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단독주
택의 용도변화율이 4.4%로 높지 않지만 주거용도가 비주거용도로 변화했기 때문
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건축연도

건축연도

전체 건축물(A)

용도변화 건축물(B)

비율(B/A)

1950년대

177

20

11%

1950년대 이전

307

28

9%

1970년대

490

36

7%

1960년대

854

49

6%

1990년대

551

26

5%

2000년대

307

13

4%

1980년대
2010년대 이후

789
82

33
3

4%
4%

(누락 데이터 : 441)

[

표 4-2] 건축연도와 용도변화

년대 지어진 건축물의 용도변화 비율이 높고, 변화를 겪은 48채 중
15채가 한옥이었다. 성북동의 한옥은 도시형한옥 으로 도성 안의 지역에 건축된
한옥의 형태보다 규모가 작고 개량이 많이 되어 건설된 것이 많아 넓은 범위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의 용도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증개축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유휴공간 활용, 인접
건축물 연계 및 경사지 활용, 탄력적 공간 이용으로 총 3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1920~50

7)

7)

서울시 저층 주택지에 분포하는 도시형 한옥은 크게 1920-30년대 도성 안의 한옥밀집지역에 지어진 건
축물과 1940-60년대 도성 밖에 대량으로 공급된 한옥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형 한옥 건설 초기에는 벽
돌, 철물, 유리 등의 재료를 활용한 개량한옥이 도성 안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혼란과 물자부족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한옥 주택지가 도성 밖에
건설된다. 1950년대 지어진 도시형한옥은 이전보다 건축시기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고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정석, 2006; 백선영, 2012; 전봉희, 권용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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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휴공간 활용
1.

지하공간 재사용

연극실험실 일상지하 (성북동 100-1번지 B1)

▎

[

그림 4-1] 일상지하극단의 공간이용도

일상지하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성북동에 연습실겸 사무실을 임대한 극단
이다. 2010년 혜화동에서 성북동으로 극단을 옮겼으며 현재는 연습실과 사무실로
서 이용하고 있다.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의 기존 창고로 쓰이던 지하공간을
2010년 일상지하가 들어오면서 40석 규모의 게릴라적 소극장이 되었다. 극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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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지만 무대와 객석의 공간 구분이 없고 조명작업도 특별히 하지 않았다. 기
존의 시멘트바닥, 콘크리트 벽 등 유지한 채 주제에 따라 이동식 의자, 칸막이,
가구 등을 이용하여 유동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2.

한옥의 유휴공간 활용

키아라 (성북1가 75-3번지)

▎

[

그림 4-2] 키아라 내외부 사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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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라는 성북로30m구간 대로변에 위치한 복합형까페로 음료와 브런치를 서비
스하고 디자인소품,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1930년 지어진 목조의 절충식 주
택으로 2012년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화를 하였다. 한옥풍의
목구조 건축물이지만 기존 주인이 한옥의 불편함으로 시멘트를 덧바르는 등 외부
에서는 목구조를 인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개축시 최초의 목구조를 더욱 재현
하기 위해 숨겨져 있던 기둥, 구들장 등을 살려냈다. 또한 최대한 수평증축을 하
였으며 성북로변과 이면가로에 모두 출입구를 내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평소
성북로변의 보도블록에 디자인소품 판매대를 진열하여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재미
를 준다. 건축주는 성북동을 선택한 이유로 한옥이 많이 남아 있지만 북촌, 삼청
동과 같이 과열된 시장이 아닌 이유를 꼽았다. 또한 건물이 대로변과 이면가로에
함께 면하고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이었던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건물 이격거리
가 좁아 수평증축시 남측의 옆 건물의 민원이 있었다. 주택의 창문이 키아라를 향
해 있었고 1년의 설득 끝에 건물을 완공 할 수 있었다. 용도변화를 통해 건물 사
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증개축과정에서 목구조 건축물을 재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정주집 (성북1가 35-7번지)

▎

[

그림 4-3] 정주집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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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정주집 용도변화 전후 평면도

정주집은 한성대입구역 인근의 이면가로변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1957년에 준
공된 한옥으로 1984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화 과정에서 한옥의 여러 부분 중
대문채·행랑채와 안채,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에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건
축주는 기존 셋방을 주던 대문채·행랑채는 영업공간으로 바꾸었고, 진입로는 기존
남북방향에서 대문채·행랑채와 안채 사이 동서방향으로 바꾸었다. 필지의 남서측
모서리에 주방을 증축하면서 다소 폐쇄적인 골목경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후 직
원숙소와 화장실(ⓑ)을 필지 동측 끝에 설치했다. 기존 ㄱ자 안채의 일부(ⓐ)는
지금도 주거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새로 난 입구에 인접한 방 3개는 기존의 벽
을 유지한 채 소모임을 수용할 수 있는 영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주집은 증
개축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현대적인 한옥풍 건축물이 재현할 수 없는 시
간의 축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는 높은 유지관리 비용에도 불구하고 현
재 한옥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용도변화시 필요 공간을 신축하지 않고 마당
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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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접 건축물 연계 및 경사지 활용
하루떡 (성북동 133-21번지)

▎

[

그림 4-5] 하루떡 용도변화 전후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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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하루떡 건축적 변용 다이어그램

하루떡은 성북로30m구간 대로변에 위치한 떡까페이다. 성북로는 성북천이 흐르
던 곳을 복개하여 만든 도로이다. 과거부터 성북천을 따라 양 옆으로 각종 점포가
줄지어 들어섰고, 그 이면에 여러 도시형 한옥이 ㄷ,ㄱ,ㄴ자로 위치하게 된다. 과
거 소규모 의원과 부동산용도로 사용되었던 조적조 점포가 성북로변에 위치해 있
고, 그 뒤편으로 1930년대에 준공된 ㄴ자형 한옥이 있었다. 2013년 두 건축물을
한 명의 소유주가 구입하면서 필지를 합병하고 떡을 만드는 공장과 생산된 떡을
판매·소비하는 시설로 용도를 바꿨다. 점포를 판매·소비공간으로 바꾸었고 과거
창고로 활용되던 한옥을 다시 개축하여 공장으로 바꾸었다. 두 건축물을 하나로
합병하면서 그 사이 벽채에 유리창을 만들어 까페에 온 손님이 한옥 내부에서 떡
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필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기 때문
에 레벨이 낮은 앞의 점포와 높은 한옥 공장을 계단을 통해 연결하였고, 한옥의
주요구조부에 H빔을 덧대어 보강공사를 하였다. 한옥의 목구조는 떡공장의 습기
에 특히 취약하고 한옥풍의 분위기를 까페로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이 유리
할 수 있지만 건축주가 증개축을 선택한 이유는 신축시 적용되는 건축법 때문이
다. 새로운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차공간을 마련해야하고 일조권사선제한 등의 바
닥면적이 좁아져 기대했던 평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였다. 또한 신축에는 공사비의
2% 취득세를 따로 내야하여 증개축을 선택하였다. 성북동의 많은 주택들이 80년
대 건축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목구조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보다
증개축이 활발히 일어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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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파레트 (성북동 133-58번지)

▎

[

그림 4-7] 봉파레트 용도변화 전후 2층 평면도

봉 파레트는 하루떡과 유사한 도시적 맥락으로 건축물이 들어섰다. 성북로30m
구간에 2층의 소점포가 있고 뒤편에 ㄷ자 한옥이 위치하여 있다. 봉 파레트는
2010년 개점한 유럽식 레스토랑으로 앞 건물과 수직증축을 통해 연계되었다.
1930년대 건설된 한옥으로 2002년, 2006년 용도변화를 통해 지금의 음식점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ㄷ자 한옥 앞에 위치한 1층 점포 위로 수직·수평증축을 동시에
했다. 기존 한옥은 주방과 일부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 수평증축한 공
간은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레스토랑 이용자는 한옥의 기와와 내부, 입면
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2층의 입면은 전면유리로 충분한 채광을 받는다. 봉 파
레트 주변의 노후된 이면가로의 한옥은 방치된 채 빈 집으로 남아 있어 인접 건
물과 연계방식의 증개축을 통해 공간 재탄생한 사례와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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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봉파레트 건축적 변용 다이어그램

성북동 256-4번지)

▎Cafe256 (

[

그림 4-9] Cafe256 내외부 사진

은 성북동12m구간에 위치한 브런치 까페이다. 1959년 지어진 주택을
1997년 용도변경을 통해 유정비빔밥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1
년 그 뒤편에 위치한 양옥을 함께 연계하여 수평증축을 하였다. 두 건물 사이 2m
의 공간은 통유리를 삽입하여 실내공간으로 만들고 500mm의 경사는 내부계단을
두어 해결을 하였다. 통유리의 바깥공간은 테라스를 두어 야외 영업공간으로 운영
하고 있다.
Cafe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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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정원 (성북동 266-2번지)

▎

[

그림 4-10] 국화정원 용도변화 후 2층 평면도

국화정원은 성북로12m구간에 위치한 155석의 규모의 고급 한정식음식점이다.
1965년 지어진 우수한 상태의 한옥ⓑ를 2006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
으며 인접한 불법건축물 한옥ⓐ와 그 뒤편 경사지에 위치한 오래된 2층의 양옥을
함께 수평증축 하였다. 1층, 2층을 모두 활용하여 음식 서비스를 하며 수평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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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옥상에 마당을 만들어 성북동의 우수한 전경을 관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주는 인접 두 건축물 면적을 최대 활용하여 대규모의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
였으며 경사지와 건물의 이면에 있어 접근성이 어렵고 노후한 주택으로 멸실의
가능성이 높은 건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

그림 4-11] 국화정원 용도변화 후 북측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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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탄력적 공간 이용
날아라코끼리 (성북동1가 37번지)

▎

[

그림 4-12] 날아라코끼리 용도변화 후 1층 평면도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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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1가 37번지에 위치한 날아라코끼리는 주택가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1930년대 지어진 도시형한옥으로 2004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통해
사무소로 이용되다가 2012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까페와 사진관으
로 운영하고 있다. 까페로 개조를 하면서 전면부의 전체 유리벽으로 바꾸어 외부
의 인지도를 높히고 부엌, 화장실을 넓혔다. 용도변경시 외벽 전면을 유리로 바꾸
어 개방감과 채광을 확보했다. 내부공간은 한옥원형을 최대한 유지했고 천장의 서
까래나 목재기둥을 노출하여 특색 있는 까페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한옥의 내부에 해당하는 바닥과 마당에 해당하는 바닥의 레벨이 300mm 정도 차
이가 나는 것을 유지해 높이가 낮은 영업공간과 높은 서비스공간을 구분했다. 영
업공간은 계절에 따라 좌식과 입식공간으로 번갈아가며 활용하고 있다. 300mm 바
닥 아래 지하공간을 수평 증축하여 사진관의 암실로 활용하고 있다. 평소에는 까
페와 수공예 제품의 판매를 하고 매주 수요일 사진관으로 운영한다. 날아라코끼리
는 기존 단일 용도로 쓰이던 좁은 공간을 용도변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축 하였으며 까페와 사진관의 두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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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성북동의 오래된 주거지가 가지는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다. 그 원인으로 1930년대 이전 지어진 목조건축물부터 최근 지어진 현대식 건
물까지 1~2층의 건축물이 다양한 방식의 증개축을 통하여 남아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신축의 제한은 용도변화의 건축적 방식을 창조적으로 발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축과 같은 큰 물리적인 변화 없이도 지역의 수요변화를 흡수
할 수 있는 높은 적응성을 시사한다. 그 유형에 관하여 총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
었다.
첫째, 유휴공간의 활용이다. 인근 혜화동에서 유입되는 극단은 기존 창고나 사
용되지 않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의 가치를 높인다. 또한 이들은 목적과 상
황에 맞게 이동이 쉬운 배치를 통해 공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옥
의 유휴공간 활용이다. 한옥은 건축과정에서 크지 않은 앞, 뒷마당 공간, 그리고
중심마당이 존재하게 된다. 수평증축시 이러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을 구
성할 수 있지만 좁은 이격거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접 건축물과 연계이다. 성북로는 성북천이 흐르던 곳을 복개하며 만든
도로인데 과거부터 성북천을 따라 양 옆으로 각종 점포가 줄지어 들어섰고, 그 이
면에 ㄷ,ㄱ,ㄴ의 도시형 한옥이 위치하게 된다. 이 이면의 한옥이 앞 건물과 연계
하는 수평, 수직증축은 멸실의 가능성이 높은 한옥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경사지의 활용이다. 경사 위에 위치한 건물을 활용한 수평증축은 옥상을 제공하며
성북동을 조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례를 보았다. 이는 이면에 있어 접근
성이 어렵고 노후한 주택이 멸실됨을 막고 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획일적인
신축건축물이 아닌 성북동의 지형을 잘 활용한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탄력적인 공간 이용이다. 단일 기능을 하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증개
축함으로서 하나 이상의 기능을 하는 복합형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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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성북동의 건축물 용도변화에 대해 도시 맥락적인 특징과 건축적 특
성을 밝히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저층 주거지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여러 문
제점이 대두되자 용도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성북동은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서 타 지역과 비슷한 시기인 2000년대 이후부터 상업화로 인한 주
거지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그 변화는 대규모 개발 아래 급격하게 일어나
지 않았으며 거주자 이탈, 무분별한 신축, 골목 상권 파괴 등의 일반적인 도시적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지 않았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성북동의 기존 물리
적 환경을 유지한 채 다양한 업종으로 변화를 수용하였고, 신축이 제한되는 환경
에서 기존 건축물을 독창적으로 증개축하며 현대의 수요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발전시켰다.
도시 맥락적인 특징은 용도변화를 겪은 건축물의 지역 내 균형적인 분포현황,
상업화와 커뮤니티 밀착형 용도의 공존이다. 성북동 건축물의 용도변화는 1980년
대 초 이면가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상업가로변과 더불어 이면가로변에서도
54%가 진행되었다. 상권의 변화가 가장 활발한 성북로 30m 구간은 용도변화 대
상이 다양하여 가로환경에 다채로움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 지역 주민을 위한 생
활근린업종이 상업시설 사이에 분포하여 남아 있는 것은 급진적인 상업화를 막고
지역 주민의 가로 이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북동 이면 가로는 대부
분 4m의 보차혼용도로이며 입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목적의 용도변화이다. 둘째, 중고등학교 인접 가로변, 교차로와 한옥밀집
구역의 골목상권 주변 용도변화이다.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새로
운 계층을 중심이 되어 용도변화가 일어나는 재개발구역이다.
2013년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 계획은 허용, 불허용도와 1층
지정, 권장 용도로 나누어 구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북촌, 인사동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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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체성을 상실한 급격한 용도변화 사례가 다른 곳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북동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성북동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성북동 가게 육
성을 위한 『성북동 가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마련하고 있다. 세부적
인 용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제 논리에 따라 멸실과 폐업이 가능성이 높은 오
래된 가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북동 인증가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
청할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성북동 인
증가게로 지정된 9곳의 업종은 수연산방, 정주집 등 모두 휴게, 일반 음식점으로
인증가게 지정이 성북동 맛집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고가 필요하
다.
성북동의 건축적 변화는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개발 제한, 재개발구역으로 인해
신축, 증·개축이 제한되는 제도적 제어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신축
이 가질 수 없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간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건축물 단
위 성북동의 공간적 특성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휴 공간의 활용이다.
성북동은 2010년부터 인근의 혜화동의 지가가 상승하면서 연극단이 유입되었다.
극단은 기존 창고로 쓰이거나 비어 있던 지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옥의 유휴 공간 활용이다. 한옥의 앞, 뒷마당 공간으로 수평 증축은 대부
분의 개조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옆 건물과 다양한 형태의 민원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인접 건축물과의 연계다. 이면
거리에 위치한 오래된 목구조 주택, 한옥은 건물 간의 이격거리가 짧고 층수가 낮
아 멸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조 시 인접 건물과 연계하여 수평, 수직 증축을
하면서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증개축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인접 공간
을 연계하는 방식은 저층 주거지의 이면가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80년대 이전의
목구조 주택의 멸실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탄력적 공간 이
용이다.
8)

성북동 가게는 성북동의 문화와 예술을 생산하고 정체성과 장소의 가치를 발현하는 가게로서 “성북동 가
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북구청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인정된 가게를 의미한다.
① 성북동 지역 내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형산업, 디자인, 친환경 관련 제품 및 천연제품 판매, 패션 잡
화 판매, 귀금속 관련(주얼리), 전통 공예 용품 관련 판매 용도와 연관된 가게
② 카페와 음식점 안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두고 전시, 공연 또는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접목한 가게
③ 해당 건물 주변의 역사적 사건 등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에 표시한 가
게
④ 지역의 오래된 가게, 성북동에만 있는 독특한 가게(다문화 음식점 등) 성북동의 정체성을 가지는 가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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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북동의 일부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며 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신축 시 적용되는 건축법에 따른 면적 제한으로 인해 건축주가
증개축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세부 연구와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성북동은 오래된 목구조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환경에서 증개축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구조 건축물의
부분 혹은 전체가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지적선과 현황이 불일치한
다. 인접 필지선과 이격 없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도 많아 개·보수 과정이 일
반적인 건축물보다 복잡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소유주에게
만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함께 해결하고 건축적 조언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1999년 개정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
도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재 내용의 변경은 건축주
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택의 용도변화는 같은 시
설군 안에서 용도변화와 달리 내·외부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주거
용도를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신고하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북동은 시대적 변화를 점진적인 용도변화를 통해 수용하였으며 그 과정에 있
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그 용도변화의 특징은 성북
동과 유사한 골목과 경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로 인해 독
특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지역의 공간관리계획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201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변화가 기재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하
지만 현장 답사 결과 불법 건축물의 증개축, 오래된 건축물의 용도변화는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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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았다. 성북동 전체를 연구 대상지로 보고 있으나 실태 조사
를 통해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한정적이다. 향후 연구 과제에 이를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성북동의 용도변화의 다양성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결과
가 도출될 것이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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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changes in the building use of a residential
area in Seongbuk-dong, Seoul after 1980
Advised by Prof. Kim, Sae Ho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Min-Jeong

The changes in the building use are the most noticeable change unit in the current
low-rise residential area. It has been one of the indicators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residential area and excessive commercialization in particular areas emerged
widespread criticism, becoming a critical matter in urban studies. Nevertheless, the
changes of building use in Seongbuk-dong address a different point than the other as
it brought a positive sense in the reg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hanges of building use in
Seongbuk-dong take a positive action in the region with the purpose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in the urban context and architectural features. First, it analyzes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building use in Seongbuk-dong by understanding the industry
or business and their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Second, it specifies the types of
building use change by a building unit. Specific sites and cases which have
well-exposed features of positive building use change determined by on the overall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s in building use are selected. The changes in their
industry or business, characteristics in the distribution or location, space utilization,
and architectural transformations were analyzed in detail. Th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erive the significant meaning of what is
given to the region with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uilding use change in
Seongbuk-dong.
Seongbuk-dong

experienced

its

change

in

the

residential

area

as

the

commercialization has infiltrated since 2000 which is also similar to other regions.
However, the range in the business type which experienced the building use change is
varied and out of all, its change into community facilities and amenities which have
the high utilization rate by residents takes 30%. While the majority of building use is
for

commercial

located

evenly

around

the

roadside,

it

blocks

the

radical

commercialization and increases the pedestrian rate of residents. The rates of building
use change on the main commercial road and the one behind appear to be quite
balanced. In addition, a new social class was infiltrated into the center of
redevelopment district, creating a commercial and cultural complex space, and
developed the local culture generally in Seongbuk-dong. Therefore, this influenced the
changes in building use, mostly turning the ground floor into a mixed use of cafe,
underground space for theater, and second and third floors into residence and studio.
Space experienced a change in building use based on such background considers
creative ways in construction and using space, taking the advantage of existing
buildings rather than new ones. Having a high adaptability which absorbs the needs
change of the region through modification but without major physical change is a huge
advantage for space in Seongbuk-dong. Moreover, the naturally formed alleys, hanoks,
and slopes make the space of Seongbuk-dong even more special. Taking the
advantage of such forms, utilizing the underground space, the idle space of hanoks
and slopes and improving connection to the neighboring buildings are the ways to
reutilize and increase the space use.
This study looked at the positive aspects of building use change in Seongbuk-dong.
It enhances the diversity through the change of mixed industries and vitalizes the
community, creating the environment with close distance between the working space
and residence. The building use change has a balanced distribution within the region.
It also emphasizes that the building use change related to commercial facilities and
amenities for residents' convenience should be significantly managed. Moreover, the
newly introduced commercial and cultural complex space takes a big role in
developing the local culture in a positive way and the role of institution as a central
base is also significant at this point. The change of residential building, especially the
wooden structures including hanoks built before 1970s, contains more potentials for
modification to be made rather than newly constructed. The management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adjacent buildings rather than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