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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내 위치한 익선한옥보전구역을 구체적 대상

지로 삼아 살펴봄으로써 한옥주거지 내 형성된 골목상권의 형성과정에 따른 현상

과 특성에 주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하게 활성화된 서울시 내 

골목상권의 장소특성이 무엇인가 파악하여 이를 통해 도시 공간 내의 가로활성화 

및 개발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장소구축이 이루

어진 도시 내 상업 공간 중 골목상권의 장소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 

상승 측면, 자연발생적 형성 유무, 문화적 정체성 구축 유무, 정책적 제언 가능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대상지로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을 설정하

였다. 이는 상업공간으로서의 익선동에 대한 재조명과 서울 도심 중심부에서 도

시형 한옥 밀집지역인 익선동이 골목상권으로서 갖는 특색에 대해 고찰하는데 의

의가 있다.

    상업화 과정을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제 1기는 개발시점부

터 2014년까지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주

거지로 인식되던 시기이다. 둘째, 제 2기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로, 익선동 일

대 관리방안이 표류하였던 시기이고, 당시 젊은 창업가 및 예술가가 유입되며 주

거지역에서 문화상업지역으로 인식의 변화를 맞았던 시기로 정의하였다. 셋째, 제 

3기는 골목상권화 활성추이가 가장 높아 상권의 포화기를 이루는 현 시기를 가리

킨다. 더 이상 익선동은 주거지가 아닌 문화상업지역이자 익선골목상권으로 고착

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상업화 과정에 따라 골목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해당 대상지는 여

타 골목상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가로 폭이 3m가 채 되지 않는 조밀한 가로골

목을 유지한 한옥밀집지역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골목이 주는 위요감



에 주 관점을 두고 해석하였을 때, 방문자의 시점에서 이는 해당골목을 걸었을 때 

적정 위요감 및 폐쇄감을 느끼는 거리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골목상권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상업화에 대해 분석하였다면,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을 구성 주체 별 시각 차이와 주요 현상

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익선한옥보전구역이 골목상

권으로 조성되기까지의 과정 및 주요사안을 조성 주요주체인 상인회의 내부적 관

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하였다. 조성주체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당 골목상권 분석

을 통해 한옥주거지형 골목상권이 갖는 장소이미지를 파악하였고, 급격히 활성화

되는 골목상권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골목상권 조성주체들과 현 법적제도와

의 상충을 인식하고 한옥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 기록하였다. 둘째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현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에

서 어떠한 활동이 일어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

해, 한옥주거지형 골목상권만의 도시 활동에 대해 도출하고, 한옥주거지형 골목상

권이 갖는 문화·감성 소비공간으로서의 메리트를 강조하였다. 

     즉, 본 연구는 획일화 되어가는 상업가로 속에서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

권은 아직까지는 나름의 개성과 가로경관을 유지한 채 이용되고 있다. 도시의 소

비자들은 도시공간의 유니크함, ‘어디에도 없는’공간을 계속해서 찾고, 옮기고, 

공유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적 경험과 다양한 경관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도시

풍경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골목상권의 형성에 있어 중요시 여

겨지는 요소와 그 요소들의 결합으로 보여 지는 특성들이 무엇인지 참고할만한 

연구의 지표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어 : 골목상권, 상권분석, 상업가로, 도시한옥주거지, 익선동, 소비공간, 감

성소비, 경험소비, 도시마케팅 

❚ 학  번 : 2016-2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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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인간이 어떤 한 장소와 맺은 깊은 친밀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는 해당 장소에도 장소성을 발현시킨다(백선혜, 2004). 이러

한 장소성은 해당 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인시키고,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형성

시켜 경제적 발전 및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이

남휘, 2010). 또한, 현대에 들어 물리적 개발 위주보다는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사람들이 

사회교류를 촉진하고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Carmona et al., 2003). 

  Jacobs(1993)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대형 주류 도시계획으

로 여겨지는 슈퍼블록에 대항하는 다양한 용도로 둘러싸여 있고, 짧은 블록으로 

걷고 싶은 거리, 짧은 보행거리를 이루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과 현대 신축 

건물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장소(place)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람들이 모이고 싶

어 하는 다양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였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도시 공간 내 존재하는 골목들을 보

존 할 공간으로 여기기보단 허물고 재개발과 재건을 추진하는 세태를 보였다. 그

러나, 최근 독특하고 이국적인 느낌의 ‘핫 플레이스’가 밀집된 골목상권이 부

상하고 있다. 한동안 외면 받던 골목상권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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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양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의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직접 상

점을 찾아가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투자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예주, 2018).

  골목상권은 새로운 문화발전소로서 역할을 하며, 이는 매력적인 감성과 문화·

예술,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도시공간으로 주로 청년들로 이루어진 자영업

자 계층이 창업을 시작하는 장소이며 획일적인 도시문화에 변화를 주는 장소이다

(조예주, 2018). 게다가 골목상권은 대로변상권, 몰링상권1)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상권이며 매출액이나 유동인구는 대로변상권과 몰링상권보다 낮지만 유

동인구 1인당 총매출액이나 유동인구 1인당 음식점 매출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종린 2017, 66) 도시재생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 및 사업지역 선정 등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방식은 기존의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 및 

재건축 보다는 개·보수를 통해 기존 공간의 보존 및 활용, 소프트웨어적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신선미 2018, 1).

  기존 연구에서는 적절한 물리적 환경이 제공되면 골목문화를 창출하는 생산자

와 소비자가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상수로 인식한다(모종린 2017). 그러나 일반적

으로 상권은 형성과 발전, 쇠퇴의 일련의 생애주기를 갖는다. 때문에 골목상권 또

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다양한 골목상권 주요 참여자(소상공

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 유도

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심과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골목상권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세태를 파악하고 실제 골

목상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깊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1) 2015 KB 보고서에 따르면 몰링상권은 삼성동, 영등포역, 동대문시장 등 대형 쇼핑몰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며 대로변상권은 전형적인 다운타운 상권은 아니지만 주요 권역 내의 거점상권으로 기능하는 

상권이다 (모종린(2014). 『작은 도시 큰 기업』. 알에이치코리아,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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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만의 특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한옥주거지 내 골목상권에 대한 연구

는 더욱 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해 골목상권의 태초 형성과정부터 현 실태까지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익선한옥보전구역’을 사레대상지로 삼아 골목형 상업가로의 활

성화와 공간적 특성 도출에 대해 연구한다. 즉, 급격하게 활성화된 서울시 내 골

목상권의 장소특성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 내의 가로

활성화 및 개발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지역에 

‘익선동 골목상권’을 벤치마킹한 도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본 연구 장소

인 ‘익선동 한옥밀집지역 골목상권’내에 다양한 공간, 장소 연구 및 마케팅 연

구 적용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어떠한 변화양상을 띠고 있는지 익선한옥보전구역을 포함한 익선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한다. 즉, 장소성 형성에 성공한 도시 내 가로를 선정, 가로

의 장소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거나 장소 및 장소

성에 관련한 연구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자연적으로 장소구축이 이루어진 도시 내 상업 공간 중 

골목상권의 장소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장소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향후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가로형성을 위하여 도시 마케팅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구

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업공간으로서의 익선동에 대한 재조명과 서울 

도심 중심부에서 도시형 한옥 밀집지역인 익선동이 골목상권으로서 갖는 특색에 

대해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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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내 활성화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삼으며 대상

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제적 가치 상승 : 점포 수 및 방문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골목상권

② 자연발생적 형성 : 최근 10년 이내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기간 

내 활발한 변화가 발생한 골목상권

③ 문화적 정체성 구축 : 타 지역, 여타 골목과 차별화된 장소 이미지·정체성을 

보유한 골목상권

④ 정책적 제언 가능성 유무 : 도시 내 지역적·광역적 상권의 관리와 발전에 참

고가 될 만 한 골목상권

  추가적으로 접근의 용이성, 현대 추구하는 소비행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

종이 집적된 곳, 소규모 블록 내 다양한 기능의 공존 여부에 대해 고려하며 해당 

시준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을 선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한옥주거지 내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영역 중 최근 활성화 추이가 높다고 

판단하여 익선동을 선정하였다.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길에 위치한 익선동 166번지 및 그 일대 주변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표 1]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익선한옥밀집지역 지정구역을 

큰 프레임으로 보고, 익선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을 골목상권으로 한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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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익선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31,121.5㎡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18.05.10)

익선한옥보전구역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일대
7,565.9㎡ 익선 한옥밀집지역 내

[표 1] 한옥밀집 및 한옥보전지역 지정대상

                                          출처 : 서울시청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74호)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공간 분석 대상은 익선한옥보전구역 ~ 돈화문

로 11길까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 물리적 공간, 입점 상점 및 개별 건축물, 골목

상권 내부 공간으로 한정하였다.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익선 한옥밀집지역 내 

익선한옥보전구역은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0길에 위치하며 그 면적은 약 

7,565.9㎡이다. 

[그림 1] 종로구 익선동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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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한옥밀집지역 지정 구역도>            <익선한옥보전구역 지정 구역도>

[그림 2] 종로구 익선동 위치도

출처 : 서울시청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74호 붙임참조)

  익선동 한옥밀집지역을 구체적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용도지역상으로는 

상업지역이나 대상지는 자연스럽게 한옥 밀집 주거지로 형성되어 역사적, 지리적

으로 익선동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나 거주상인들의 생활기반으로서 기능하였다는 

것,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소위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골목상권

의 특성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익선한옥보전구역은 골목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익선동은 서울시 

내에선 1930년대 이전 조성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이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간직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나 최근 외식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문

화 관련 업종의 유입으로 영향을 크게 받아 급격한 상업적 변화를 겪은 도시공간

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02.08., 개정 이전 법률)」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하고, 서울시는 2018년 03월 종로구 익선동 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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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마지막 한옥마을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한옥이 밀집한 익선동 골목상

권 고유의 한국적 풍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공동 개발을 불허하지 않고, 기존 

필지 단위 내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3] 익선한옥보전구역 전경

  마지막으로 [그림 4],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오비전 조사 대상 골

목 상권 3곳 가운데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상권은 익선동 한옥마을, 경리

단길, 해방촌 순이었다. 익선동 한옥거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면적은 3만 1,121㎡(약 9400평)에 불과하

지만 2017년도에만 약 150만 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 있는 장소에 올랐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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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권별 하루 평균 월별 유동 인구 수 

(2017년 복합쇼핑몰 및 골목상권 이용현황분석)

출처: SKT 상권분석 서비스 지오비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구 분 위 치 총 하루 평균 월별 유동 인구 수 (2017)

골목상권

익선동 한옥마을 1,532,501

경리단길 867,954

해방촌 197,698

복합쇼핑몰

코엑스몰 3,037,133

타임스퀘어 2,647,318

하남스타필드 389,066

[표 2] 상권별 하루 평균 월별 유동 인구 수 (단위 : 명)

출처 : 2017 SKT 상권분석 서비스 지오비전 토대로 연구자 작성

2) 네이버(2018년 02월 23일), “복합쇼핑몰 vs  골목상권, 어디가 더 핫할까?”



- 9 -

❚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크게 익선동 골목상권의 형성과정, 익선동 골목상권

의 상업화과정 부분으로 나뉜다. 골목상권의 형성과정 부분은 1930년대 서울시 

최초로 근대식 한옥밀집지역으로 개발되었던 시기부터 2004년 익선도시환경정비

구역 지정이 되기까지, 2004년부터 <2010년 익선동 개발계획>의 부결을 겪는 등 

2014년까지의 개발 부진 및 쇠퇴의 시기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 현재 익선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사업까지 살펴본다. 가장 중점적으로 현재 활성화된 상업지

역으로서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익선동의 2018년 현재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그림 5] 연구대상지 시기 구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골목상권으로서 해당 지역의 상권 

형성과 갈등양상, 상업화를 통한 장소인식에 관심이 있다. 그에 앞서 우선 지역의 

맥락 파악을 위해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익선동의 상업화 영향에 따른 도시환경변화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통계자료와 대상지와 관련한 다양한 언론 보도자료, 기사, 보고서 및 문헌

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익선동이 행정동으로는 종로1;·2·3·4가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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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를 기준으로 인구통계, 업종통계, 임대료의 변화를 통계 데이터와 보도 자

료를 비교 분석하여 과거와 현재의 변화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거시적 스케일

로 파악하였다. 

   종로구 익선동의 골목상권 형성배경은 익선동 근대한옥주거지의 필지분할과

정과 2000년대 이후 익선동 관련 도시계획사업의 흐름을 통해 알아보았다.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과거부터 2018년 현재까지 분석 및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한옥보존정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골목길 관광 상

업화에 갈등요소로 보고 방문객 및 상인들의 내부적 관점에서 이로 인한 골목상

권의 장소인식에 대해 결과 도출 및 정리한다. 

❚ 대상지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

  1차 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필지, 가로단위, 개별 건물, 오픈스

페이스 등으로 나누어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한 전수조사로 정리

하였다. 2차 분석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취합하여 구조화

시켜 골목상권의 장소감에 대해 해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한다. 즉, 도시 상업공간

을 규정하고 있는 물리적 개별요소들의 변화를 시기에 따라 개념화하는 통시적인 

접근과 현재 2018년을 기준으로 물리적으로 도시공간의 형태를 분류하는 공시적

인 접근이 병행되어진다. 즉, 통시적 고찰은 각종 문헌과 사진,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공시적 고찰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현장조사, 실측을 기반한 현황분석

과 면담조사(심층인터뷰),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다.   

  즉, 본 연구는 현재 골목상권이 갖는 장소감을 확립하고 골목상권만의 특유의 

문화 및 감성소비와 골목상권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골목길 주거

공간에서 소비공간, 골목상권으로 변해가는 초기단계에서 보여지는 긍정적 의미

를 파악하고, 향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사전 요소를 발견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로써 도시공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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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진행과정 및 분석의 틀

1.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 과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연구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공간적·시간적 범위

- 연구의 방법

연구의 진행과정 및 분석의 틀

- 연구의 진행과정 및 내용적 범위, 분석의 틀

제2장

이론적 고찰

골목상권과 관련한 개념적 고찰

문헌연구

- 골목상권의 개념과 최근 동향

- 한옥주거지의 상업화와 국내외 사례 

현대 도시여가공간의 소비행태 변화

- 소비패러다임의 변화

- SNS와 라이프스타일이 소비트렌드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도출

제3장

익선한옥보전구역

개요 및 현황

익선한옥보전구역 현황

문헌연구

·

현장실측

- 역사적 고찰

- 익선동 관련 정부도시계획흐름 개괄

- SNS, 언론을 통한 익선동 골목상권의 주목

익선한옥보전구역 공간적 입지형태

- 도시의 공간구조

- 상업시설의 입지형태

- 골목상권의 공간형태

제4장

익선한옥보전구역

미시적 분석

익선한옥보전구역의 골목상권화 설문조사 

및 인터뷰

·

문헌

비교분석

- 조성주체들 대상 심층면담을 통한 골목상권화 

과정 및 담론 도출

- 방문자 설문을 통한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공간특성 분석

제5장 결론
연구 요약

-
시사점 및 한계점

[표 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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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문헌 및 사진과 통계자료, 

해당 대상지역의 지적도와 현장조사를 통해 가공한 맵핑자료를 활용하며, 설문조

사 및 현장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진다.

  1) 제 1장은 본 연구의 서론에 해당하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와 연구 방

법, 연구의 진행과정 및 분석의 틀 대해 서술한다. 

  2) 제 2장 이론적 고찰은 연구의 도입부로서, 골목상권과 관련한 개념적 고찰과 

현대 도시여가공간에서의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새로운 소비계

층의 등장에 따라 소비의 방식의 달라졌으며, 그에 따른 상업마케팅도 변화

하였다. 이는 도시 공간 내 상권의 유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도

입부에서 골목상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골목상권의 최근 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상업지역 및 가로로써 골목상권의 위상을 확립한다. 또한, 본 연구

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 제 3장에서는 연구대상지인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사례대상지인 익선동은 폐쇄적인 도시조직을 가진 도시형한

옥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한 지역이기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익선동의 형성배경에 대해 서술한다.  둘째, 익선동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의 모습을 유지하기까지의 큰 영향을 미친 대상지 관련 서울시 

정책 및 익선동 관련 정부 도시계획사업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본

격적으로 익선동 골목상권이 외부인들에게 인식되게 된 계기인 SNS와 언론

에서 보이는 익선동에 대한 관심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제 4장에서 해당 골

목상권 이용자의 장소인식 분석 이전에 골목의 상업 입지형태가 어떠한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연구대상지로 한정한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건축물 관련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여 상업

시설의 입지형태와 골목가로 경관형태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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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연구의 주목적은 골목상권이 형성되기까지의 조성과정, 애로사항 그리고 

해당 골목상권의 실제 이용자인 방문객 인식 정도를 파악을 통해 골목상권

의 특성과 그 위상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도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익선한옥보전구역을 포함한 익선동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과 현황을 알아보았다면, 제 4장에서는 해당 골목상권의 조성주체들과의 심

층인터뷰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익선한옥보전구역이 골

목상권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정부정책간의 상충, 그들이 이곳을 찾을 수밖

에 없었던 이유, 이용자들의 상권 내 활동행태 관찰과 조사를 통해 골목이 

갖는 이미지에 대해 규명한다.

  5) 5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종합·요약하고 연

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정리한다.

[그림 6] 연구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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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익선동 한옥마을을 골목상권이라는 상업공간으로 바라보고 첫째, 한

옥주거지가 골목상권으로 인식되기까지의 형성배경, 둘째, 골목상권으로서 갖는 

물리적 환경, 셋째, 골목상권에서 활동을 영위하는 방문객의 다양한 문화 활동 현

황,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방문객의 반응을 큰 프레임으로 잡아 분

석한다. 해당연구는 도시 상업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물리적 개별요소들의 변화를 

시기에 따라 개념화하는 통시적 접근과 현시점을 기준으로 물리적 공간 형태를 

분류하는 공시적 접근을 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의 틀은 

[그림 7]과 같다.

  이는 에드워드 렐프(Relph, 1976)의 ‘장소정체성 3요소’에서 착안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익선동 골목상권의 형성과정에 따른 장소적 특

성과 장소 인식의 정도를 파악한다. 렐프가 강조하는 한 장소의 독특한 경관 소환

경에 대해 골목 조직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한다. 해당 분석요소는 [표 4]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는 주로 시각적 반응이 큰 물리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정리하였고, 

이와 같은 분석요소를 고려하여 상업시설 입지형태와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 참

고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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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 분석의 틀 



- 16 -

구 분 조 사 항 목 정 의 조 사 방 법

보행밀도 보행밀도 가로의 단위길이(m)당 평균보행밀도
서울시

유동인구조사

가로입면

1층 가로전면 

개구부수

가로의 단위길이 당 

가로변 건축물의 1층 전면 개구부 수
현장실측

1층 가로전면 

맹벽길이
가로의 단위길이 당 가로변 맹벽길이 현장실측

평균 필지크기 가로변 평균 필지 크기 GIS 분석

건축물 디자인 건축물 디자인 유형 현장실측

건축물 높이 가로변 건축물 평균 높이 현장실측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및 간판 설치 형태 현장실측

가로변 

토지이용

(업종현황)

1층부 가로전면 

식음료 업종비율

1층 가로변 전체 업종 대비 

식음료업종 비율
현장실측

1층부 편집숍 

업종비율

1층 가로변 전체 업종 대비 

편집숍업종 비율
현장실측

1층부 오락시설 

업종비율

1층 가로변 전체 업종 대비 

오락시설업종 비율
현장실측

1층부 숙박업소

업종비율

1층 가로변 전체 업종 대비 

숙박업종 비율
현장실측

1층부 주거시설 

비율

1층 가로변 전체 업종 대비 

주거시설 비율
현장실측

보행공간 

특성

가로 폭 가로의 폭 GIS분석

가로 길이 가로의 길이 GIS분석

[표 4] 물리적 가로환경 분석 요소 도출

출처: 이한울·안건혁(2011), 김기헌·손동욱·이동훈(2014)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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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1절. 골목상권과 관련한 개념적 고찰

1. 골목상권의 개념과 최근 동향

❚ 골목상권의 개념

[그림 8] 서울형 골목상권의 정의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http://golmok.seoul.go.kr)

  골목상권이란 ‘큰길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가로로, 동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

닐 수 있는 좁은 길'이라는 골목길의 개념과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라는 

상권의 개념을 혼합한 용어로, 대형유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비교적 주택이 밀

집된 곳에 형성된 상권 및 왕복 4차로 이상의 대로변 뒷골목에 입점하며 도소매

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용역서비스업 밀

집 지역으로 구성된 상권을 뜻한다 (서울특별시, 2015).

  골목상권에는 소규모의 ‘골목점포’가 입지하는데, 이는 생활밀착형 업종에 

포함되는 점포이며 배후지가 주거밀집 지역인 4차선 이하의 길에 속하고,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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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인근 또는 발달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점포로 정의한다. 골목점포가 일정 

점포 수 이상 위치하고 골목점포의 밀집도가 높은 상권 역시 골목상권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서울시, 2016).

❚ 골목산업의 다변화

  쇠락의 길을 걷던 도심의 골목길이 부활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 중반이다. 

1990년대 중반 홍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골목길 문화가 서울 전역, 그리고 지방도

시로 번져 이제는 전통적인 도심 상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상권으로 부상했다. 

즉, 골목길의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발전한 

현대 도시 생활에서 골목길이 추억과 사유의 장소로 각광받게 된 것이다.3)  

  상권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중심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심

상권’으로 오피스상권이나 서울 명동이나 부산 서면과 같은 특수지역(관광지)이 

이에 해당한다. 업무용 빌딩을 비롯한 사무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형성된 

상권으로, 직장인 또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위주로 구성된다.

둘째, ‘대로변상권’이다. 이는 주요 권역의 거점 상권으로, 대도시 내 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상권이기에 ‘역세권 상권’으로 통칭한다. 소도시는 지하철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시외터미널 안이나 근처 상권이 역세권기능을 한다. 

  셋째, ‘몰링(malling)’은 대형 복합 상업몰의 등장으로 구매를 넘어서 편의성

과 즐거움을 주는 감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을 말한다(김찬우, 2015). 

대표적으로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골목상권’은 새롭게 활성화된 인근 근린상권4)이나 기존 상권의 배후지

역으로 보통 왕복 4차로 이상의 대로변 뒷골목에 자리한다. 

3) 모종린(2017). 『골목길 자본론』. 다산북스

4) 주택가를 중심으로 카페, 레스토랑, 생활잡화점, 패션상가 등이 형성된 주거지 기반 생활상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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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 대분류별 평균 성장률을 [표 5]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목상권이 

15.3%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골

목길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의 시각이 아닌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골목상권이 갖

고 있는 경제적 잠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상 권 평균 성장률 정 의

중심 8.7
중심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심상권

(명동, 강남역,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대로변 8.9
주요 권역의 거점 상권

(청담, 노량진, 마포역 등)

몰링 4.9
대형 쇼핑몰 중심 상권

(삼성동, 영등포역, 동대문시장 등)

골목 15.3
새롭게 활성화된 인근 근린상권5)이나 기존 상권의 배후지역 

(익선동, 삼청동, 경리단길, 연남동 등)

[표 5] 상권 대분류별 평균 성장률 (%)

출처: <2018 아시아 도시문화포럼 세미나 자료집> p.14

  Edward Relph는 그의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에서, 장소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자연스러움 혹은 인공적으로 꾸며질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골목길 문화기획’등의 행위는 의미가 있다. 골목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유일함을 이용하여, 도시공간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이

러한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과거를 보전하는 것보다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공간

기획을 하는 등의 재구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주택가를 중심으로 카페, 레스토랑, 생활잡화점, 패션상가 등이 형성된 주거지 기반 생활상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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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구 성 원
익선한옥보전구역 영향정도

(2018. 10 기준)

생산자

소상공인 (임차인, 건물주) ◉

예술가 ◎

스타트업 ◉

건물주 △

소비자
주민 ◎

관광객 ◉

기획자
골목길 기획자 ◉

골목길 투자자 ◉

관리자

주민회 △

상인회 ◉

지역정부 ◎

[표 6] 골목상권 주요 구성원 분류

출처: <2018 아시아 도시문화포럼 세미나 자료집, 2018>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골목상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구성원의 수가 증

가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목상권에서 주체적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구성원은 소상공인, 예술가, 스타트업, 건물주가 해당하며, 소비자로서 활동하는 

주체로는 크게 주민과 관광객이 해당한다. 골목길 문화기획의 대표적인 활동주체

는 골목길 기획자 및 투자자가 있으며, 해당 골목길을 관리하는 주체로는 주민회, 

상인회 및 지역정부가 있다. 

  익선한옥보전구역의 경우, 생산 활동 구분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골목상

권이 발달하였고, 소비 활동 구분에서는 외부인에 해당하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의 컨텐츠의 소비가 두드러진다. 이는 기획 활동 구분에 골목길 테넌트 

크리에이터들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구현되었다. 또한, 이러한 활발한 상업화과정

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권의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상인회를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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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업 종 사 례

골목건축

투자자

골목길 디벨로퍼 대림산업, JOH(KAKAO)

골목투자펀드 이지스자산운용, AmPlus

골목건물 기획 연희동 쿠움파트너스, 김종석(57채)

골목길

상가 기획

골목길 기획 장진우, 열정도, 서촌 친친

골목창업 컨설팅 익선다다

앵커상점 기획 아라리오 뮤지엄, 성심당, 사러가쇼핑센터

골목산업

생태계구축

골목기반 창업 생태계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홍합밸리

도시 제조업 세운상가, 동대문시장

도시재생

스타트업

공공 디벨로퍼 어반하이브리드, 어쩌다가게

공공디자인 로컬디자인무브먼트, 아키텍톤, 공공미술프리즘

지역 청년 거점 마련 블랭크, 나는섬

지역 맞춤 문화 컨텐츠 

개발
광주1930, 여인숙, 안테나

소규모 상업

거점 마련
청년장사꾼 열정도, 익선다다

육아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빌드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교육
이락

게스트하우스 운영 천안청년들, 동네방네 협동조합

[표 7] 골목상권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

출처: <2018 아시아 도시문화포럼 세미나 자료집, 2018> p.27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구성원이 분화되면서, 구성원 중 생산자와 기획자에 해

당하는 사업자의 분화도 활발히 일어나는 추세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목상권에 새로이 진입하는 사업자의 대분류는 골목건축 투자자, 골목길 상가기

획가 집단, 골목산업 생태계 구축집단, 도시재생 스타트업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골목산업을 더 이상 사양산업 또는 한계산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화산업

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발맞추어 시작하는 청년사업·스타트업이 증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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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옥주거지의 상업화

❚ 한옥의 개념과 가치

  최근 한옥건축의 산업화를 도모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

라 한옥 보존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일종의 한옥보존의 신 

방법으로 기존 한옥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시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시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옥(韓屋)’이라는 용어는 1898년 주한 일본공사관의 기록에서 처음 보여진

다. 외국 사정에 밝은 내국인 혹은 외국인에 의해 널리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이

후 ‘한옥’이라는 단어는 1907년 조복문서(照覆文書)에서 한옥과 양옥의 초기용

례를 보여주었고(이은혜, 2012), 1975년 ‘삼성새우리말 큰 사전’등에 ‘우리나

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국어사전에 등장하였다(이성경, 2009).

  한옥에 대한 정의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이란 목재를 사용한 축

조구법에 입각해 지어진 가옥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마루와 온돌을 

설계하여 공간을 구획한 형태를 일컫는다. 한옥의 주 구조재는 나무, 흙, 돌, 종이

와 철 등의 자연적 재료로 구성되어 지어지며, 해당 자연재료를 역할과 성능에 맞

게 정제하고 가공하여 건축부재로 사용한다. 이는 우리 몸의 생태적 조건과 잘 어

울리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중,‘도시형 한옥’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근대적 대량생산방식으로 건설

되어 공급된 소위 집장사집이라 불리던 주택을 일컫는다. 도시한옥주거지의 건설

은 일제에 의한 수탈과 기존 계급사회의 붕괴에 따른 이농현상, 선진문물을 습득

을 위한 상경·유학과 같은 내국인의 움직임 그리고 일제의 본격적인 조선 진출

에 따른 일본인의 주택수요의 증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

고, 이후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처리하며 효과적으로 자원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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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한 종합계획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이재학, 2014). 이러한 도시형 한

옥주거지의 건설사업은 주택생산양식의 대대적인 근대적 변화와 도시형주택으로

서 한옥의 재발견, 주거문화의 정체성 유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이재학, 2014).

❚ 한옥주거지의 상업화

  ‘한옥주거지’ 즉, 한옥마을은 일반적으로 한옥이 집단으로 존치되어 있거나 

새롭게 조성된 지역으로서 한옥이 밀집되어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역6)을 말한다 (신치후, 2016). 일반인들은 한옥마을이라 하면 안동 화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등 주요 민속마을7)이나 북촌 또는 전주한옥마을과 같은 전통적인 한옥

마을을 떠올리게 된다 (신치후 외1, 2016). 이와 같은 마을들은 본래 주거지이나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고 있다. 새로 조성하는 한옥마을도 이

와 같은 인식에서 주거지나 관광지 또는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된 마을로 조성되고 

있다(신치후 외1, 2016)8). 

  제도적으로 한옥마을(이하, 한옥주거지)의 개념을 규정하는 정의는 없고,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옥밀집지역’,‘한옥지

구’,‘한옥관광자원화사업 및 지구’,‘한옥마을’등 한옥마을을 의미하는 명칭

의 차이가 있으며, 기존 한옥마을과 신규 조성 한옥마을, 거주형 한옥마을과 관광

형 한옥마을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9) 이처럼, 한옥주거지를 활용하여 산업화·

상업화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별 계획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조직

이나 건축물을 존치 보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

다. 

6)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연구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구: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

구』. 국토해양부, 18.

7)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

8) 신치후 외1(2016).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7.

9) 같은글,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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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근 거 내 용 비 고

국가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호수

서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

“한옥밀집지역”이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이하 “한옥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전주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2조 

3호

“전주한옥지구”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

-

전라남도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제2조 

2호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동 조례 제2조 3호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

동 조례 시행규칙 

제6호

조례14조제6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 

이상(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포함)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수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② 조례 제14조제7항에 의한 보조금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건축물

면적

충청북도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동 조례 제2조 

제2호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말한다.

-

[표 8] 한옥주거지의 제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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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지구 :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

2. 한옥규모 :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

3. (생략)

호수 /

건축물 

면적

공주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인천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호수

출처: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p.9

❚ 골목상권으로서 한옥주거지에 대한 주목

  도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식 주택의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한옥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다수의 한옥이 멸실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탐구하고 삶의 질

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으며 이를 기저에 깔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또

는 지역 브랜드의 가치향상을 위해 직관적으로도 가장 한국적인 건축물 한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기존 한옥을 활용하여 현재 상업시

설로 사용되는 대부분은 주거용도로 사용되던 도시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전통적 

느낌을 내어 식당이나 카페,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에 있던 한옥이 아닌 새로운 한옥을 신축하여 상업시설로 활용하기도 한다

(신한나, 2017). 

  이처럼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한옥주거지의 공통된 특징은 골목을 끼고 

단지형으로 개발된 지역이라는 점이다. 낙후된 주택가에 불과했던 이곳에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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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매상점 등 상가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골목 구석구석을 누

비며 자신만의 가게와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은 요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소위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문화를 비롯한 라이프스타일과도 잘 맞아 떨어진

다.10)

  

10) 매일경제(2018년 09월 28일),“요즘엔 이 거리가 핫, 서울 익선동 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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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북촌 한옥마을 모습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13

305&memberNo=16330855)

3. 국내 사례

❚ 북촌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 북쪽에 위치한 한옥이 밀집한 동네라는 뜻으로 조선왕조 

때부터 왕족과 양반, 관료 출신들이 살았던 고급 가옥이 대거 밀집한 구역이었기

에, 일각에서는 '양반촌', '양반 동네' 라고도 불리었다. 일제강점기 때 한옥 일부 

가 증·개축되고 1992년에 들어서 가회동 한옥보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한옥 이

외에도 일반 건물도 들어섰다. 특히 원서동은 개발업자, 중개업자들의 주도에 의

해 빠르게 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이전

의 풍경을 잃었다.11)

  그러나, 북촌 한옥마을은 다양한 골

목길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 있어 의미

가 충분하다. 북촌에는 본래 옛 물길을 

따라 조선 시대부터 형성된 삼첨동길, 

원서동길, 가회로, 계동길 등이 있는 

동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도시 한옥

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골목길과 현

대에 들어 만들어진 북촌길도 있다. 이러한 여러 시대와 환경적 변화들을 거쳐 형

성되어 온 건축물들은 북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역사경관’을 보여준다

(이다희, 2016). 또한, 북촌은 문화·예술시설들이 풍부하게 집적된 곳이다. 북촌 

내 위치한 박물관과 미술관, 갤러리, 공방 등은 문화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

처럼, 서울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북촌이 

문화 예술의 장소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다희, 2016). 골목 굽이굽

이 문화재, 문화예술시설의 집적은 골목상권의 매력을 부가시키고 있다. 

11) 나무위키(2018년 12월 05일), “북촌 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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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황남골목 (황리단길)

  경주 황남골목은 동부사적지와 연결된 젊음의 거리로 커피숍, 레스토랑,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12). 황남골목은 ‘황리단길’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경주시 구도심에 해당하는 황남동 내남네거리에서 

남쪽방향 첨성로까지 약 700여m 구간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일컫는 비공식 가로 

명칭이다. 가로 양쪽을 비롯해 좁은 골목가로를 따라 각종 프랜차이즈 및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경주관련 기념품가게 등이 입점해있다.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에

서 차용하여 황남동의 황을 붙여 황리단길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13).

  황남골목 내 위치한 양옥건물은 건립 당시에는 한옥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불법으로 증․개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고, 기타 가건축물은 대

부분 불법 건축물이다. 건물의 용도는 대부분 주거용도이며, 상가도 약 10% 가량 

분포되어 있으나 황남동의 인구 감소로 인한 쇠락의 세태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식음업종 위주의 음식점, 커피숍 등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재학, 2014). 

  경주 황남골목 또한 황남동 일대에서 가장 낙후된 골목형 한옥주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가 사라지고 감성을 자극하는 특색 있는 카페 등의 입점과 그

에 따른 방문객의 증가로 경주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하였다. 

12) 뉴스1(2018년 09월 26일), “경주 황리단길 찾은 관광객들”

13) 한국일보(2018년 06월 07일), “경주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이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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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경주 황남골목의 모습 

출처 : (https://1boon.kakao.com/gilbut/5b8e45bd709b5300013e7f1f)

[그림 11] 경주 황남골목 전경

출처 : (https://www.stylermag.co.kr/?p=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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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객사골목 (객리단길)

  전주 객사골목은 전라북도 전주시 도심 지역인 다가동 객사 1∼2길 인근 골목

으로 소위‘객리단길’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전주시 고사동의 조선 시대 유적인 

‘객사’와 서울의‘경리단길’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이 지역은 1970-80년대

유흥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으나, 1990년경부터 전주의 중심 상권이 

서신동과 전북대 앞, 서부신시가지 등으로 옮겨가면서 유동인구가 확연히 감소하

게 되었다. 이 후, 2016년부터 10여 년간 묶여 있던 재개발구역 해제와 함께 소자

본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들었고, 이 후 다양한 카페와 맛집 등이 생겨나면서 상권

이 자연스레 형성됐다14).

   전주시 또는 해당 자치구의 주도하에 지역활성화 또는 재생시켰다는 개념보

다, 자체적으로 발전한 자생적 골목상권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본래 객사길 주변

은 이미 쇠퇴하여 낙후된 뒷골목으로 보아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객사가 전주시

의 사회문화적 중심지로 부활하고 지역 관광지화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사업가들이 저렴한 임대료 등 메리트를 포착하고 객사길 근처 골목에 

식당을 개업하며 SNS를 통해 화제가 되었고, 번화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처럼, 골목상권 가운데 한옥주거지가 상업용도로 활용되면서 자생적으로 골

목상권으로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한옥보존지구 또는 한옥이라는 한국

적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다양한 외식업종 및 문화 컨텐츠가 축적되었다는 

점 등이 결합되어 급격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중앙일보(2017년 10월 12일), “추석 연휴 대박난 전주 한옥마을 비결은? "오버투어리즘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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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현대 도시여가공간에서의 소비행태 변화 

1. 소비패러다임의 변화 : 문화·감성소비의 추구

  산업혁명 이후 가성비를 최선으로 여기던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품질의 가치를 

추구하는 질의 시대를 거쳐 다품종 소량생산의 다양성 시대를 지나 현대에 들어

서는 사용자 개개인의 감성에 대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내포한 일품종 일품

생산의 감성시대가 되었다(정은혜, 2010). 감성시대의 환경은 1차적으로 사용자의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해주며, 부가적으로 행해졌던 추상화되어있는 이미지나 감

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내포하게끔 하였다(이경화, 

2010).  

[그림 12] 소비행태의 시대적 변천 (정은혜. 2010) 

  정보화사회의 발달은 도시 환경에 대해 사용자가 얻게 되는 기본적인 정보와 

그에 따른 감정·감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소비문화측면에서는 

제품과 같은 물질적, 기능적 소비에서 벗어나 감성을 제품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감성소비 시대가 도래 하였다(정은혜, 2010). 도래하는 문화·감성소비시대는 제

품 및 환경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이며, 이러한 소비문화가 스토리텔링을 가

진 감성적 측면의 디자인에 반영되어 소비트렌드를 선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은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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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감성소비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도시 내 상업공간 설계 또는 계획시 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이상 맹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없을 뿐 아니

라 치열한 경쟁, 개성과 독립성, 가치있음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의 감

성과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 본연의 기능적인 특성만큼이나 제품선택의 

요인에서 미적추구, 감성, 개성표현 등과 같은 부가적 메리트를 중시하는 감성소

비시대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행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정은

혜, 2010).

2010년 소비트렌드 7 (LG경제연구소)

1
정보에 의한 실질적 가치 소비가 보편화 될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 웹, 소

비 경험 등에 힘입어 소비자들이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2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찾

고 즐기기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3
편리함을 중요시 할 것이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간편하고 쉽게 소비

하고 싶어 한다.

4
합리적 감성 소비가 커질 것이다. 가격이나 기능 등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최종 구매의 결정은 감성이 좌우한다.

5

개중(個衆)소비 성향도 커질 것이다. 친구나 연예인이 구입한 제품에 대해 

동조하는 소비도 여전하지만, 동시에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

소득수준의 향상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니즈의 증가로 몰링(Malling)을 추

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체험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공간 연

출이 필요로 할 것이다. 

7

‘멀티 컬쳐(Multi-culture)’에 대한 관심 확대에 가속도가 붙어 이종 문화

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남들과 차별화되고자 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산업이 증가할 것이다.

[표 9] 2010 소비트렌드 7 

출처: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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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상업가로 및 골목상권 관련 연구

  상업가로의 활성화 분석 측면에서 진행되어진 선행연구 중 염지혜(2014)는 음

식점 업종 및 수에 따라 활성화 정도를 판단, 분석과 매스컴 노출 횟수를 이용하

여 상업가로의 변천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인성(2013)은 문화상업가로의 활성화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변화에 집중하였고, 이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용도변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김신성(2013)은 홍대 앞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을 전

제로 연남동의 저층 주거지의 변화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

생활시설과 주거 용도의 건물이 문화소비관련 업종으로 용도가 변화하면서 나타

나는 공간의 물리적, 경험적 변화의 특성과 그 요인에 대해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

었다. 이상훈(2011)은 신사동 가로수길의 형성 시기별 배경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

고, 활성화 요인에 대해 관찰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도

출하였다. 

  상업가로의 형태학적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로 허자연(2015)는 서울시 내 상업

가로의 변천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그 변천기제를 문화소비적 관점과 더불어 지

대 및 상권이론에 입각하여 다각도로 해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결론부에서도 

언급되어질 ‘부티킹’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용훈(2016)은 서울시 삼청동길을 

대상으로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삼청동길 상업가로 활성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의 통합도와 통과도를 통

해 가로네트워크 요인 분석을 통해 가로의 활성화 추이를 살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상업지구의 공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로 김대원(2014)는 공간구문적 특성이 즉, 

공간의 상대적 가치가 상가 임대료 설명 요인으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실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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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우철(2010)은 서울 인사동길을 대상지로 삼고 공간 구성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특성이 건축물과도 연계되어 독특한 지역적 공간구성 특성으로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구 분 연 구 자 연 구 제 목

상업가로의 

활성화

분석

염지혜

(2014)

음식점 변화를 통한 

서울 삼청동길의 상업가로 활성화 단계 실증해석

이인성

(2013)
문화상업가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건축물 용도변화

김신성

(2013)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지의 변화 특성연구

: 연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상훈

(2011)

상업가로로서

신사동 가로수길의 형성과정 및 활성화 요인 연구

상업가로의

형태학적 

해석

허자연

(2015)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김용훈

(2016)

서울 삼청동길 보행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상업가로 활성화 요인 실증연구

상업지구의

공간특성

연구

김대원

(2014)
공간구문적 특성이 상가 임대료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우철

(2010)

서울 인사동길의 도시구조 특성에 따른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표 10] 상업가로에 관한 선행연구

2. 소비행태와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

  소비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로 김아영(2007)은 대상지는 옥수동 지상철 1,3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새로 정의되고 있는 소비의 가

지화 소비 공간에 대한 변화된 요구를 수용하고 소비공간의 사회 문화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김신성(2013)은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의한 인근 저층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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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연남동의 변화를 살펴보며, 공간구조를 유지하되 필지단위의 소규모로 변화

하고 있다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공간지각 및 인지에 관한 선행연구로 김지희(2008)은 기성시가지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측면에서 상업지역을 형성하는 물리적 계획과 경관계획과의 관계

를 살펴보았으며, 이성문(2010)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시각

적 연속성이 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사용자의 감성반

응을 이야기흐름과 연계시킨 네러티브 기법을 사용한 감성디자인 연구방법론 제

시하였다.

구 분 연 구 자 연 구 제 목

소비 

공간에 

관한 

연구

김아영 

(2008)

사회·문화적 관계의 장으로서

상호작용을 위한 소비 공간에 관한 연구

김신성 

(2013)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지의 변화 특성연구

공간 

지각 

및 

인지에 

관한 

연구

김지희

(2008)
지각, 인지 특성을 고려한 가로경관 평가에 관한 연구

이성문 

(2010)
가로공간에서의 시각적 연속성에 따른 감성평가 연구

[표 11] 소비행태와 도시공간에 관한 선행연구

3. 사례대상지에 관한 연구

  사례 대상지에 해당하는 익선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오우근(2012)는 익선동을 

대상지로 하여 전통적인 주거의 양식과 새롭게 재편된 근대적인 도시조직간의 관

계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익선동 166번지 도시형한옥 주거지의 특성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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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주현(2018)은 익선동 방문자센터의 위치선정과 계획에 앞서 SD법에 의

한 이미지 평가를 실시하여 방문자센터 공간디자인 설계에 임하였다. 이수빈

(2018)은 인스타그램을 주 이용하는 20~30대 여성의 카페 정보탐색 및 사진 공유

와 관련된 SNS 이용행태에 관해 살펴봄에 있어 익선동을 사례연구지로 삼았다.

구 분 연 구 자 연 구 제 목

익선동 

관련

연구

오우근 

(2012)

도시형한옥 주거지의 진입, 평면구성, 필지분할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익선동 166번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현 

(2018)
익선동의 이미지 평가 분석을 통한 방문자센터 공간디자인

이수빈

(2018)
인스타그램이 사용자의 식음공간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표 12] 사례대상지에 관한 선행연구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현장의 이야기를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을 통

해 직접 듣고 그 현 실태를 파악하여 실제적 정보를 기록하였다. 즉, 단순히 상권

분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익선동 내부 주민 및 상인들의 자체적인 협치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 도시재생 및 소규모 자생형 상권의 마케팅과 활성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세태를 파악하

고 실제 골목상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깊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만의 특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한옥주거지 내 골목상권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골목상권의 태초 형성과정부터 현 실태까지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는데 차별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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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익선한옥보전구역 현황

1절. 대상지개요

1. 익선동의 발전역사

❚ 익선동 형성 배경

  인사동과 낙원상가 근처에 위치한 익선동은 1920년부터 지어진 110여채의 도시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창덕궁에 가까워 별궁이나 왕실의 

시설이 위치해 있었다(오우근, 2012).

   익선동은 익동 또는 궁동으로 불리우며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사당이었

던 옛 누동궁 터 이며, 해당 동명은 익동의‘익’과 정선방의‘선’을 결합하여 

익선동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림 14]의 1914년에 작성된 경성부시가강계도와 현

재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도시조직은 19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도시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연구대

상지의 남측에 면한 동서방향 도로가 기존의 동서방향 도로들과 서로 연결되어 

직선화된 새로운 도로로 신설되었다는 점과 각 지역의 동(洞)의 명칭이 조금 바뀌

었을 뿐이다(오우근,2012).

  1920년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를 겪으며 인구의 폭발

적인 증가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겪었다. 당시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가 증

가함에 따라 경성부와 총독부에서는 일본인 경성 거주 대처를 위해 북촌과 서촌 

일대에 집중하여 주거지를 확장시켰고, 주택문제는 오롯이 조선인이 감당해야 하

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933년을 기준으로 경성시내 조선인에 대한 주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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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15.5%에 달하였던 반면, 일본인의 주택 부족률은 불과 2.74%에 미치는 등 조

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약 5배가 높았다.15) 해당 이유는 조선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약 879만원 인데 반해, 일본인의 보유 토지 가격의 평균가는 1,566

만원으로 약 78% 높은 값을 책정 받았기 때문이다.16)

[그림 13]  경성부시가강계도(1914년)와 현재(2018년) 익선동

출처 : 오우근(2012)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이 과정에서 등장한 정세권을 포함한 근대적 디벨로퍼들은 과거 조선시대 상류

층이 거주했던 대규모 한옥 부지에 비교적 소규모 한옥을 경성 내 조선인들의 주

택 보급률을 목적으로 대량 건설하여 한옥집단지구 개발에 앞장섰다. 즉, 이를 통

해 조선인들이 겪던 주택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정세권을 

필두로 설립된 주택경영회사이자 대규모 개발사였던 건양사는 주로 조선인들을 

위한 한옥에 집중하여 개발하고 건설했다. 건양사는 현재의 북촌지역과 경성 외

곽(창신동, 서대문, 왕십리 일대) 지역에 한옥집단지구를 건설했으며 북촌에 위치

한 가회동 31번지 일대 그리고 익선동 지역을 개발했다 (김경민, 2017).17) 익선동

의 경우 32번지, 33번지, 166번지에 해당하는 약 37채의 한옥이 정세권에 의해 건

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66번지 일대는 이해승(조선왕조의 종친으로 알려

져 있다.) 소유의 누동궁 자리였고, 건양사는 1930년부터 1931년까지 1년 사이에 

15)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서울, 1996

16) 김경민,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 이마, 2017, p.16

17) 김선아 외 4인, 『익선동 166』, 정진기획,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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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을 매입하여 필지를 세분화하여 소규모의 한옥을 지어 대량 분양하는 방

식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였다.18)

[그림 14] 경성시가도(1933) 익선동과 

사례대상지 내 현재까지 남아있는 내부가로조직의 모습 

  한옥의 크기는 45㎡부터 150㎡까지 다양하며, 평균 90㎡이하의 크기로 형태또

한 기역(ㄱ)자형, 미음(ㅁ)자형이 주를 이루고 디귿(ㄷ)자형, 일(ㅡ)자형 등으로 다

양하다. 익선동은 북촌과 많이 비교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촌은 보통 중산층을, 익선동의 경우는 그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

로 비교적 소규모의 한옥들이 밀집해 있다. 한옥집단지구에 속한 한옥들의 평균 

18) 김경민,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 이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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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년도를 계산하였을 때, 익선동만이 1940년대 이전으로 파악되며, 그 외 지역

은 1940년에서 1960년대 이후19)로 조사된다. 비교대상지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북

촌 한옥의 평균 건축년도가 1943년이라는 점과 1930년 이전에 건설된 한옥의 수

가 익선동이 더 많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정세권이 익선동을 개발한 시기가 북촌보

다 먼저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신한나, 2017).

[그림 15]  익선동 골목상권 모습 (2018년 09월 연구자 촬영)

19) 1940~60년대에는 북촌, 서촌, 세운상가 일대, 교남동, 광회동, 명륜4가 일대, 공덕동, 아현동, 성북독, 

정릉동, 길음동, 보문동, 신설동 등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양평동, 영등포동, 제기동 등에서 한

옥이 건설되었다고 파악된다. (김경민·박재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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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선동 관련 정부도시계획·정책의 개괄적 흐름

❚ 정부 도시계획사업의 흐름

[그림 16] 익선동 도시계획사업 및 관련활동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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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동이 골목상권으로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비단 위요감 있는 골목의 물리

적 형태뿐만이 아니다. 그 전에 종로 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과 역사문화환

경 관련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제도, 지구단위계획 등 익선동 골목상권 주변을 둘러

싼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익선동 골목상권도 이에 영향

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12년 이후 일제에 의해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고, 앞

서 본 논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세권을 필두로 한 ‘건양사’에 의한 도시형 

한옥단지로 개발되어 역 110여 채가 분양되었다. 이후, 약 80여 년간 도시한옥주

거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익선동 개발계획이 논의되기 시작 한 때는 2000년대 초반으로 당시 ‘서울시 

한옥보존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를 계기로 종로 일대 개발계획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도시 서

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

쟁력을 강화한다는 비전하에 진행되었다.20) 2000년대 초반 도시관리정책의 패러

다임이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및 관리로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도시 정체성에 

대한 역설이 있었다. 때문에, 서울의 대표적 경관인 사대문안 문화재 인근의 한옥

밀집지역에 대하여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을 존중하는 계획수립이 요구되었

다. 이러한 이유로 익선동 한옥마을은 지난 2004년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서울시에서는 2기 한옥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0년 경 인근 종로 일대 종묘 등의 문화재 보호와 맞물려 엄격한 개발 제한 규

제가 적용되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옥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문화재청의 이해관계까지 얽힌 이유로 개발계획이 부결된 

결과이다. 201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악재를 겪는 듯하였으나, 

2010년 이후 익선동은 더 이상 한옥주거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 ‘익선동 골

20) 서울정책아카이브(2017년 10월 24일), “한옥의 정의 및 보전 정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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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상권’으로 부상한다. 익선동 한옥마을에 도시재생 스타트업인 ‘익선다다’의 

등장으로 익선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2항에서 추가적

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익선동 한옥주거지는 토지이용계획 내 용도상, 북촌이나 

서촌과는 달리 일반상업지역이기에 개발 압력이 높아 관리 방안이 절실했다. 

❚ 2018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

  2018년 05월 ‘익선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이 지정되면서 난개발을 막고 한옥

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익선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주요 내

용으로는 첫째, 피맛길, 한옥 등 현재의 구역 특성을 유지 보존하는 것, 둘째, 주

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셋째, 상업과 관광 기

능 외 정주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옥구역 지정 및 공공앵커

시설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익선 지구단위계획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전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했다. 익선동의 기존 한옥은 최

대한 보존하며, 돈화문로, 태화관길 등 구역 가로변과 접한 부분은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둔다. 한옥을 비롯한 전통문화 관련 용품 판매업, 한옥스

테이, 한옥체험업 등 권장 용도로 쓰이는 건물은 건폐율 완화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기로 하였다. 제한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나 대규모 상점의 입점은 불가하며, 

익선동 고유의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를 그래도 유지하는 선에서 공

동개발은 허용하지 않고 기본 필지 내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21)

21) 한국경제(2018년 03월 29일), “종로구 익선동 일대 ‘마지막 한옥마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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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언론노출에 따른 익선동 한옥마을 골목상권의 주목

“요즘 인스타에 익선동 다녀온 친구들이 많아서요. 전 서울사람이 아니라서 사

  실 익선동에 대해 잘 몰랐는데 친구 게시물 보고 예뻐서, 그래서 오게 되었어

  요.”

-관광객(대학생)22)

“그렇지, 사람들 예전보다 훨씬 많아 졌어. 우리 집 앞은 그나마 덜 한데, 옆 골

  목가면 아주 줄을 서 있어. 보니까 동네가 티비에 나오더라고? 그러고 사람들  

  엄청 오기 시작했지.”

-익선동 주민(40년 거주)23)

  2015년에 들어서면서 미디어노출과 SNS의 활성화로 인해 익선동의 한옥을 비

롯한 한국적 정취가 느껴지는 가로 골목경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지로 유명세

를 타기 시작했다. 

[그림 17] 익선동 골목상권의 트렌드 그래프

출처 : 구글트렌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구글트렌드 분석 [그림 18]에 따르면 익선동 골목상권은 

2015년 말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동네로 자리 잡았다. 또한 현재 거리를 

걷다보면 기존의 상점이 새로운 상점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 

할 수 있다. 즉, 2013년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20~40대의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

22) 2018년 09월 23일 현장인터뷰

23) 2018년 09월 23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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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업 용도의 공간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곳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SNS활

동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인해 익선동 한옥거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현재 매력적인 도심 속 관광지이자 골목상권의 대표상권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림 18] SNS 인스타그램 ‘익선동’관련 해시태그 검색

출처 : 연구자작성 (검색일 2018년 10월 0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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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18년 현재에 들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

작한 ‘익선동’이 소위 ‘핫하게’ 떠오르며 외부 인구·유동인구의 유입이 증

가하는 등 골목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08월 기준으로 SNS 중 사진을 기

반으로 한 인스타그램(instagram)의 경우 ‘#익선동’ 게시물은 약 31만개에 달하

고, ‘#익선동맛집’은 3만8000여개, ‘#익선동카페’는 3만7000여개 이상의 게

시물이 검색됨을 확인할 수 있다.24)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스타그램에 

익선동과 관련한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익선동 ‘골목’-‘핫플레이스’와 관련

된 사진 게시물이 검색된다. 더 이상 익선동을 옛 한옥주거지, 한옥마을로 인식하

는 것이 아닌 골목상권으로 인식하고 골목길을 배경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감성에 

반하여 찾는 것으로 보여졌다.

  언론에 따르면, 삼일대로 30길과 돈화문로 11길에 둘러싸인 익선동 상권은 조

선 말기의 한옥 외관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내부는 현대식 인테리어를 

가미하여 젊은 층 사이에서 ‘뉴트로’를 불러일으키며, 데이트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25)

24) 인사이드(2018년 08월 12일), “종로 상권, 골목 상권으로 수요자 이탈, 高임대료 유지.. 공실 증가”

25)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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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익선한옥보전구역 현황

1. 일반현황

  본 연구는 도시공간 내 위치한 상업가로에 초점을 두어 대상지의 물리적 여건

을 검토하는데 있어 조사구역은 상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표

로28길과 돈화문로11길을 중심으로 한정하였으며, 사례대상지의 필지 수는 익선

한옥보전구역 내 70필, 한옥보전구역 인접 일반관리구역 내 34필로 총 104필, 건

물 동 수는 85동이다. 

  건축물과 그 건축물이 올라가는 대지 및 토지, 인적·물적 이동을 지원하는 기

반시설로서의 가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지-가로’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도심 활동공간이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시가지를 

이루는 최소 지구단위인 가구를 형성한다고 하였다.26)

[그림 19] 익선한옥보전구역 인접도로와 해당구역 지적도

26) 김영하 역(1992). 『마이크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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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가로의 구분 및 특성

[그림 20] 익선동의 도로폭 지도 

  익선동의 가로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선정된 연구지역의 분석대상 범위는 익

선한옥보전구역 내 해당하는 내부가로에 한정한다. 사례대상지의 가로의 물리적 

현황만을 살펴보았을 때, 매우 폐쇄적이고 이전에 알려진 골목상권들 보다도 높

은 위요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익선한옥보전구역의 도로 형태가 격자형이 가장 

우세하고 직선형, 극히 드물게 부정형 순으로 나타난다. 10가구이하가 하나의 가

로를 공유하는 짧은 격자형 지역이기에 익선한옥보전구역의 한옥이 주거용 한옥

으로 활용될 당시부터 거주자들의 공동체 의식 및 상호부조 정신이 높았다는 것

을 현장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로의 성격은 골목상권화가 진행

되면서도 상인들을 군집시키고 하나의 단지로 결집시키는데 심리적으로 큰 역할

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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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로명 도로폭(M)

간선/집산도로

돈화문로 20

돈화문로 11길 12

삼일대로 30길 10

이면가로
삼일대로 28길 6

돈화문로 11가길 6

내부가로

돈화문로 11길 1.9

삼일대로 28길 2.5

수표로 28길 1.7

삼일대로 26길 2.8

[표 13] 가로별 특성 

연구대상지

  대상지역 내에 해당하는 세가로인 

돈화문로 11길, 삼일대로 28길, 수표

로 28길의 도로폭은 3M미만으로 가

로가 좁고 자동차의 통행도 불가피

한 가로도 존재한다. 때문에 현장답

사 당시 상인들과 수리공들은 물건

을 실어 나를 때, 리어카나 손수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건축물 현황

   도시의 사회적·물리적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 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용형태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토지이용

은 매우 세분화되어 각 토지의 쓰임(용도)을 나타내며, 이것을 필요에 의해 각 범

주로 나누어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용도현황

  도시에서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과 건물용도로 구분 할 수 있다. 건물

의 세부용도에 관련한 상업용도의 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7)’를 기본으로 

하여 1차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경험·문

27)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韓國標準産業分類] : 국내경제활동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

적으로 사용하도록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 ㈜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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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 수

동수
구성비 

(%)

범례 85 100

상업
52 61.2

주거
24 28.2

누락 9 10.6

[표 14] 건축물 1층 주용도 (건

축물대장 기준)

화·감성소비적의 측면에서 특화된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익선한옥보전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유의 우세업종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

라서 이를 다시 정제하여, 첫째 ‘판매기능’과 둘째 ‘서비스기능’으로 나누어 

파악한다.28)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 현장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지별 용도를 정리할 때, 층별 또는 획지 간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과 골목상권의 성격을 크게 좌우하는 가로와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가 보이는 1층부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분하되, 특정용도의 점유비율이 높은 건축

물의 경우에는 용도의 점유면적에 의해 주 용도를 결정하였다.

  건축물대장을 [그림 22], [표 14]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익선한옥보전구역은 61%

이상의 1층 주용도가 상업용도, 28%이상 주거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림 21]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1층 주용도(2018.09기준)

28) 첫째 ‘판매업’에는 의류판매소매업, 일반판매소매업이 해당하며, 둘째 ‘서비스업’에는 식음서비

스, 위락서비스, 일반서비스, 업무, 주거 등을 구분하여 총 7개의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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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 수

동 수
구성비 

(%)

범례 85 100

1층 71 83.5

2층 9 10.5

3층 1 1.2

4층 2 2.4

5층 2 2.4

[표 15] 건축물 층수현황

· 건물층수

  건물의 높이는 도시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체감되어

지는 규모의 개념이다. 특히,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의 현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건

축물의 규모와 외관, 가로의 규모와 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서 해당 구역 입

지의 인지도를 좌우한다. 

  전체의 83.50%(71동)가 1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며, 

이는 주로 내부가로변(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다. 평균층수는 1.2층으로 매우 단

층이다. 한옥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당연한 결과이다. 1~2층 건물이 80동으로 전

체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4~5층의 대상지 내에서는 비교적 고층에 해당하는 건

물은 4개동(약 5%)에 불과하다.

[그림 22] 건축물 층수 현황 (최대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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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인구 일반현황

  익선동 골목상권 구획 면적은 익선한옥보전구역(약 7,565.9㎡)로 166번지 일대

를 포함해 설정했다. 일평균 유동인구29)(2018년 08월 기준)는 [그림 25], [표 17]에

서 보는바와 같이 1,400명대로 작년 말 749명대로 감소했던 유동인구가 올 들어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에서의 월별 유동인구 그래프

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 이후 2018년 초반 변곡점을 맞으며 유동인구가 급증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상인회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당시

기부터 본격적으로 익선골목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된 것과 일치하는 시

기이다. 이는 본 논문의 제 4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더불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림 23] 익선한옥보전구역 월별 유동인구 

지 역
2017 2018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한옥

보전구역
1,300 1,219 1,152 772 749 916 999 1,132 1,260 1,472 1,365 1,545 1,408

증감율

(%)
-

-6.23

▼

-5.50

▼

-33

▼

-2.9

▼

22.3

▲

9.06

▲

13.31

▲

11.31

▲

16.83

▲

-7.27

▼

13.19

▲

-8.87

▼

[표 16] 2017(하)-2018(상) 익선한옥보전구역(166번지 일대)월별 유동인구DB

29) 유동인구는 통신사 휴대전화 통화량을 바탕으로 전국 50m셀로 추정한 유동인구수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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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여건

  골목가로와 가로변 위치한 건축물은 법규에 의해 조성되며, 특히 법정규제는 

도시공간의 양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대지에 관한 사항, 용도

를 포함한 건축규제, 밀도규제와 대상지가 한옥보전구역임을 감안하여 한옥관련

규제사항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2018년 05월 ‘익선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이 지정되었다. 계획의 결정 취지

는 익선동 일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이 일대의 역사성·장소성 보전을 위함이

다. 

❚ 대지에 관한 사항 (가구, 획지)

  대상지의 지역은 필지단위개발구역 중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에 해당하는 개발규제를 적용하며, 필지 간 공동개발이 불허하다. 단, 공동개발(권

장)으로 결정된 필지 간 공동개발의 경우,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330㎡이내 

허용된다. 또한, 건축선 등의 건축제한으로 주변건물에 비해 건축면적이 현저히 

작아 경관 상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도 330㎡이내 필지 간 공동개발이 허용된다.

  익선한옥보전구역에서 공동개발이 권장되는 계획내용으로는 맹지형 필지를 인

접한 필지와 공동으로 개발토록 하기 위한 경우, 열람공고일 당시 건축물이 없는 

60㎡미만의 필지로서, 인접하여 동일소유자의 필지가 있는 경우, 열람공고일 당시 

기 공동개발 된 필지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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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치 전층 1층

불허

용도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양수장, 정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국악기, 공예품, 생활한복관

련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전통공연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생활권수련시설을 제외한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

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

설, 장례식장, 야영장시설

젠트리피케이션 

유발용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포함하여 체인점(프랜차이즈) 형태를 통해 개설된 업

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단, 주민

협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완화

용도

단독

주택

  한옥 형태일 경우에 한함. (한옥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5조에 해당하는 한옥을 지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완화 가능

[표 17] 대상지 용도규제

❚ 용도규제 

   본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출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2호>를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대상지의 일반상업지역에 입지불허한 시설로는 [표 18]과 같다. 익선한옥보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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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구역/위치 계획내용 비고

높이계획

한옥보전구역 한옥 : 1층 이하 -

※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

1) 한옥, 옛길, 옛물길 등 지역의 장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축계획

을 제시하는 경우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사항’ 중 권장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 한옥의 경우 층수는 다음의 층수별 산식을 적용함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

17조 참조) 

- 1층 : H = (4+0.65a)m 이하, 2층 : H = (7+0.65a)m 이하 (* a : 건물 폭)

건축물의 

방향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

록 권장

·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권장

-

[표 18] 대상지 건축규제

역은 일반상업지역이나 한옥보전구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상업시설이 불

허하며, 한옥지구 고유의 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밀도 및 건축규제

  불·허용용도의 제어가 용도지역별로 입지가능 여부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면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물리적 제어는 토지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의 

규모와 시설활용면에 있어서 제한하여 이는 입지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대상지는 용적률 600%이하, 건폐율 600%이하, 높이 한옥 1층 이하로 밀도를 

규제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2호>를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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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요소 제어기준 제어수법 비고

지붕

지붕형상과 

재료(기와)

· 한식지붕틀 및 한식기와를 사용하며, 기와에 광택을 내

는 원색의 유약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처마노출

· 외벽을 목조 기둥선까지 후퇴시켜 한식지붕의 하부구조

와 목조 기둥 상부를 노출하여 처마선이 드러나도록 한다. 

단, 부득이 외벽을 후퇴시킬 수 없는 경우, 처마도리를 노

출하여 반침으로 처리 후 처마선이 드러나도록 한다.

[표 19] 익선한옥보전구역 한옥관련 중요 규제사항

  익선한옥보전구역은 한옥건축 지정30) 건축물의 외부형태에 대해 권장하는 사

항이 있다. 한옥보전구역 인접 일반관리구역 내 비한옥의 경우, 비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형태, 저층 수평분할요소, 한옥과의 관계, 

재료 및 색채, 부착시설물의 형태가 권장되는 사항이 있다. 건축물 정면이 단조롭

고 입면분절을 권장하고 있고, 1층부 윈도우존 설정 및 부지 내 기존한옥의 유지

를 권장하는 등은 사례대상지와의 이질감을 저하시키기 위함이다.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한옥밀집지역 내에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

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지역이다. 이는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하며 한옥마을 특유의 경관을 위해 높이 등의 규제 또는 권장 받게 

된다.. 또한, 한옥의 형태와 외관은 한옥마을의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은 익선한옥보전구역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음 내용은 익선한옥보전구역의 외부경관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편집 및 정리한 내용이다.

· 규제사항

30) 한옥건축지정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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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목구조 

방식

· 기단부 상부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단부 이하 지하부분에 한해 기타구조의 사용이 가

능하다.

· 주요 구조부재는 목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 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공간이 필

요하거나 안전상 구조보강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건

축위원회(서울시 또는 종로구) 심의를 받아 완화할 수 있

다.

외벽
외벽구성과 

재료

· 외관의 목구조 구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되, 아래 각호

와 같은 재료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지나친 토속주의적인 재료 – 통나무, 전면 황토벽, 초가 

등

2. 원색계열의 도료와 재료

· 기존 한옥의 개보수, 증축 등의 건축행위 시, 기존 한옥

의 입면에 구조물 등을 덧붙여 입면이 가려진 경우에는 해

당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한다.

가로에 

면한 

외벽 

또는 

담장

재료

· 입면에 구조물 등을 덧붙여 한옥의 구조 및 외관을 가

리는 것은 금지한다.

· 외벽 치장을 위해 기타 부착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옥의 구조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마당 상부개방
· 마당 상부는 개방하되, 부득이 상부를 덮어서 내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마당 상부구조물을 투명하게 처리한다.

내부

시설

외부 

부착물

· 냉난방방식도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을 선택하

되, 실외기는 가로변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부착

시설물

형태 및 

위치

·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은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한옥 담장 내부에 설치토

록 권장)

·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외벽의 재

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경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 부착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건

축 설계 시 검토하여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층

한옥

형식과 

높이

· 한옥 신축 시 해당 구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라 이

층한옥으로 신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형식과 지붕형

태는 단층한옥의 기준과 동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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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과 2층이 만나는 부분을 평방이나 수평적인 부재로 

구분하는 등 한옥의 1층과 2층은 적절한 방식으로 분절하

여 층간을 구분하도록 한다.

· 마당 상부는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상

부를 덮어서 내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마당 상부구조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높이는 1층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옥외

광고물

간판의 

크기와 

모양

· 간판의 누계면적은 가로에 면한 한옥 외벽면적의 1/12

를 초과 할 수 없다.

· 간판의 숫자는 2개 이하로 제한한다.

· 간판은 목조기둥으로 분절된 칸의 기본단위를 넘을 수 

없다.

· 간판은 지붕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돌출형 간판의 경

우 처마선을 넘을 수 없다.

· 움직임이 있는 발광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직접조명방식을 지양하며, 원색계열의 광원사용을 금지

한다.

제어요소 제어기준 제어수법 비고

지붕

지붕형상과 

재료(기와)

· 한식지붕틀 및 한식기와를 사용하며, 기와에 광택을 내

는 원색의 유약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재료 · 신재보다는 고재(기존의 재료)를 재사용한다.

차양
· 차양을 설치할 경우 함석 차양, 동판 등을 사용하여 처

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표 20] 익선한옥보전구역 한옥관련 중요 권장사항

출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2호>를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밖에도 외부 부착물과 반침과 같은 부속시설, 한옥의 목구조는 방재상 매우 

취약하므로 이를 위한 방재성능에 관한 사항, 한옥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

서의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권장사항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내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의 

권장사항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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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외벽구성과

재료

· 목조기둥의 상부 또는 전체를 드러내도록 한다.

· 기존의 표층구성을 존중하여 재현하고 신재보다는 고재

(기존의 재료)를 사용한다.

가로에 

면한 

외벽 

또는 

담장

재료

주거

· 가로에 면한 입면 또는 담장은 전통무늬와 장식을 구현

하며, 장대석, 사고석, 전벽돌, 와편 등 전통적인 재료를 사

용한다.

·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의 문양을 이용하되 목재, 강재, 

플라스틱을 사용 할 수 있으나 표면에는 목재무늬 혹은 목

재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

주거

· 가로에 면한 입면은 목구조의 구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

고, 저휘도 금속계열 재료 (동판, 징크 등), 저채도의 타일

을 허용한다.

· 가로에 면한 쇼윈도, 출입문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창

호 및 출입구 등의 면적은 해당면 면적의 4/5이하로 하며, 

한식 외벽 및 담장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마당 상부개방

· 마당을 덮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부재는 목조로 하며, 

부득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옥목구조와 대비되

지 않도록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2호>를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이 밖에도, 가로에 면한 문간의 재료와 한옥 담장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외부 뿐 

아니라 내부입면·내부시설의 편의와 미적측면을 현대적인 방식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의 목조한옥의 질감과 스케일을 존중하여 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치하고 기타 부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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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구역 내 골목상권의 공간적 입지형태

1. 도시의 공간구조

  익선동은 서울시 종로구의 법정동 중 하나이며 종로의 다양한 상권 중 주요 상

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종로가 약 60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대한민국 상

업활동의 중심지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개방성이다. 다

일호선의 전철과 버스의 종간 기착지로서 매우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다양성이다. 종묘를 비롯한 조선시대부터 명맥을 유지해 온 명승

과 사적부터,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까지 종로는 다양한 방면에서 

신구 조화를 이루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필하고 있다.31) 이러한 이유로 익선

동과 그 일대 주변 상권의 공간구조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고, 이 가운데에서 

익선동 상권이 갖는 종로 상권 내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익선동과 그 주변 공간구조 

  익선동을 둘러싼 주변의 전체 상권구조는 첫째, 종로3가역을 중심으로 600여개

의 점포들 중 약 80%가 전통찻집, 화방, 필방, 고미술판매점 등 한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인사동 상권과 둘째, 대기업을 비롯한 금융, 광고, 호텔, 건설사 등

의 회사들이 밀집하고 있는 직장인 중심의 종각역 상권, 마지막으로 약 700~1,000

여개의 국내 최대 규모의 귀금속 전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3가역 주변 상

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익선동 상권은 100m 안짝으로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이 만나는 소위 트리플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

31) 비즈어널리스트, “종로 상권 분석 리스트”, (검색일: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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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전에는 인근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거주하기 안

성맞춤인 지역이었다. 또한, 익선동을 중심으로 북촌, 인사동, 동대문, 종각, 명동, 

청계천, 종묘, 서순라길, 피맛길, 돈화문로 등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익선동

은 서울의 문화·역사·경제의 중심이나 마찬가지로 여길 수 있다.

[그림 24] 익선동과 그 배후지역 상권 

  익선동 주변 상권에 해당하는 대표 상권들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째 인사동 상

권은 먼저 인사동사거리로부터 안국동로터리까지 총 길이 500m, 폭 16m인 ‘인

사동길 구역’과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비정형화인 방사형으로 얽힌 '먹자골목구

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인사동길 구역은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로 지정돼 있어 필방과 갤러리, 표구사와 같은 한국전통문화점과 민속공예품점 

등의 업종들이 주로 1~3층에 소규모로 저층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즉, 인사동길 

남쪽의 프랜차이즈 집적 가로를 제외하고는 4층 규모의 건물이 있는 쌈지길을 비

롯 대부분의 가로구역이 한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외부 관광객들로 연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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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통을 이룬다. 인사동길 좌우측에 면해있는 '먹자골목구역'은 인사동 1~10길을 

비롯한 20여 개의 세가로로 이뤄져 있다. ‘골목구역’ 남단에 있는 좌측골목은 

종로상권 피맛골 말단부와 맞닿아 있다. 해당골목 우측으로는 낙원상가가 인접해 

있다. 이 지역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유입인구가 많은 편이다.32)

   둘째, 종각역 상권은 상권 규모나 인구 유동량, 점포 수 측면에서 실직적인 종

로의 큰 핵심 상권이라 할 수 있다. 익선동 상권은 이러한 종각역 상권의 인접 배

후지이기 때문에 유동인구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간주된다. 종

각역에는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으로 협업 업무공간까지 원활한 비즈니스 커뮤니

티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셋째, 피카디리 극장주변의 종로3가역 상권은 1960년대부터 귀금속 거리를 이

루면서 거대 상권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예지동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

고, 전국 주얼리 물동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형 귀금속 상권이다. 또한, 과거 

극장으로 유명했던 ‘피카디리’가 대형 멀티플렉스로 변모하였고 주변 사무실, 

어학원, 서점 등 인구를 유입시킬만한 다양한 요소가 많아 이모작 상권으로 여겨

지고 있다. 

  즉,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제1의 상권으로 여겨지는 종로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익선동은 지리적 여건만으로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산업들의 경제 주체인 시민들

이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2) 코리아창업, “상권분석리포트: 인사동 상권분석”, (검색일: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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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시설의 입지형태

❚ 용도의 분류

  분석을 위해 대상지역의 건축물의 주용도와 부용도로 구분하였다. 익선한옥보

전구역의 경우 소매업 종목이 주를 이루며, 용도는 실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가 28개로 분류되어진 용도분류체계에 의거하여 2018년 09월 기준 현장조사 결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7개의용도33)로 분류하였고 이 중 

주용도는 일반판매, 의류판매, 식음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의 용도는 부

용도로 구분하였다. 의류판매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해당하는 한복 및 개화기 의

상을 전담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는 소매업체가 입점하여 있어 따로 구분하였다. 

식음서비스의 경우, 한식전문점과 퓨전음식점을 구분하였다. 

주용도 부용도

분류 세분류 분류 내용

의류판매

소매업

한복(판매/대여)

위락서비스
비디오방, 만화방, 오락실 

등 기타 위락서비스업
일반의류

보세/잡화

식음서비스

한식전문점

일반서비스
근린생활시설 중 

생활서비스 및 숙박시설

양식 및 퓨전 음식점

카페/베이커리

주점

일반판매

소매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포

(악세서리 취급 

소매점 포함)

업무
주민소통방 포함 기타 

사무소, 일반 업무

주거 단독 및 연립주택 등

[표 21] 용도의 분류

33) 의류판매소매업, 일반판매소매업, 식음서비스, 위락서비스, 일반서비스, 업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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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건축물 주용도 현황(2018.09기준) 

건물 동 수

동수 구성비 (%)

범례 85 100

의류판매업 3 3.6

식음서비스 55 64.8

일반판매업 8 9.5

위락/일반 서비스 6 7.1

주거/업무 서비스 12 15

[표 22] 건축물 주용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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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의 시기별 입지형태

  대상지의 상업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거시적인 지역구조상의 위상을 

정리하였다. 대상지의 공간적 변천과정은 현존하는 건축물들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 인허가 유무 확인을 통해 개발과정·개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각 시기

별로 구분하였다. 익선한옥보전구역의 용도의 변화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표 23] 참조). 해당 상권은 구역 내 골목 결절점을 중심으로 상업화가 진행

되며 이 지역이 지니는 상업적 의미는 점차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1기는 익선동 개발이후 2014년까지, 제 2기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 3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제 1기 (개발 – 2014년) :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의 약 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익선한옥보전구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내·외부적으로 주거지로 인식되던 시기이다. 

  · 제 2기 (2015년 – 2016년) : 이 시기는 익선동 일대 관리 방안이 표류하며 

3~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익선동 166번지 내 한옥을 수리하여 개인 작업실로 

이용하거나 또는 카페와 식당을 여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기이다. 즉 젊은 

창업자 및 예술가 개인들의 유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익선한옥보전구역이 포

함되어있는 익선동일대 실거래건수가 연평균 4건에 남짓하였으나, 2015년부터 거

래건수가 28건, 2016년 이후 20건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2016

년에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민 및 청년사업가들 간의 공동체 형성과 젠트리피

케이션의 방지하고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주민·상인들 자체적으로 ‘익선포

럼’을 개최하며 상업화와 공동체 유지를 병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2기부터 상

업화의 시작을 보였고, 주거지역에서 문화상업지역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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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기 (2017년 - 2018년) : 제 3기는 내·외부적으로 ‘익선동한옥마

을’,‘익선동골목상권’등으로 불리며 골목상권으로 고착화된 시기이다. 2017년

에 들어서, 주로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16건 이상의 부동산 실거래가 행해졌다. 더 

많은 거래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매물의 품귀현상이 일어나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건별 평단가도 그만큼 시세가 급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최저가 2,400

만원에서 최고 5,3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표 24]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평균 평단가는 5000만원 중반 이상 형성되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상업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다양한 업종변화와 임차인변화

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018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종합 : 1930년대 초반 주택지로 개발이 시작되어 2014년대 중반까지 상업

지역이나 주거의 요구에 대응하는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2015년 

즈음부터 개발의 부진과 새로운 창업계층이 유입됨에 따라 점차 상업화가 시작되

었다. 그 이후 새롭게 형성된 상권은 단지 내 골목 결절점을 중심으로 상업화가 

진행되어 익선한옥보전구역이 지니는 상업적 의미는 급진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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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별 용도변화정도

제 1기

~1980년대 2000년대 2014년

제 2기

2015년 2016년

제 3기

2017년 2018년

[표 23] 시기별 입지형태 : 용도의 변화과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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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종로구)
유형 토지면적(㎡) 거래년월 신축년도 매매금액

토지단가

(3.3㎡)

익선동 

170
상업업무 213.9 2018.04 1989 42억 6.4천

익선동 

141
상업업무 76 2018.06 - 13.8억 6천

익선동

166-41
상업업무 39.7 2018.06 - 6.8억 5.7천

익선동

154-10
단독다가구 59 2018.05 1961 10억 5.6천

익선동 

166-80
상업업무 66 2018.02 - 10억 5천

익선동 

166-83
상업업무 69.4 2018.06 - 9.4억 4.5천

익선동 

157
단독다가구 86 2018.04 1948 8.3억 3.1천

[표 24] 2018년 익선한옥보전구역 일대 거래 리스트 (평단가 순)

연구대상지

기간:2018.01-2018.09         부동산용도:단독,다가구,업무상업용,토지       출처: 밸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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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의 공간적 입지형태

· 용도별 입지형태

주용도

의류판매업 식음서비스

일반판매업

부용도

위락/일반서비스 업무/주거

[표 25] 주·부용도별 공간분포도 (2018년 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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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류

의

류

판

매

업

한복(판매/대여) 일반의류 보세/잡화

식

음

서

비

스

한식전문점 양식·퓨전음식점 카페/베이커리 주점

일

반

판

매

업

악세서리/바잉 슈퍼

위

락

/

일

반

위락서비스 일반서비스

업

무

/

주

거

업무 주거

[표 26] 용도별 세분류 공간분포도 (2018년 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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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포수 평균입지층

의류판매업 4(3.5) 1층

식음서비스 67(64.4) 1층

일반판매업 11(9.20) 1층

위락/일반서비스 8(8.0) 1층

업무/주거 13(14.9) 1층 및 3층이상

*용도별 입지현황이기에 동일 건축물 내 층수별 

용도가 다른 경우의 점포는 개별의 점포로 

산정하였다.

[표 27] 주 용도별 규모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식음

서비스 관련 업종이 전체의 65%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 및 주거 그리고 일반판매업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

무 및 주거의 경우에는 1층 부 용

도 보다 고층건물의 상층부(3층)

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점포수만 

보았을 때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

나, 1층 부의 경우 일반판매업종의 점포가 입지했음을 알 수 있다. 

· 가로별 입지형태

  가로별 입지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가로를 구분하였고, 각 가로변 입지한 

업종 및 강한성격을 띄는 공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 A-A’가로는 익선한

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북측 초입에 해당하는 가로이며 길이는 약 100m이다. 

B-B’가로는 길이는 약 95m정도 되며 식음서비스업종과 주거용도가 혼합된 가로

의 형태를 띠고 있다. C-C’가로는 가로 폭은 약 90m정도 이며 [그림 28]을 참고

하였을 때, 식음서비스 중에서도 카페 및 베이커리가 주로 입점해 있음을 볼 수 

있다. D-D’가로의 경우 가로 폭은 약 65m로 비교적 짧은 길이에 해당하는 골목

가로로서, 대상지 내 주민과 익선동 및 돈화문로 관련 상인들을 위한 공간인 ‘주

민소통방’이 위치하여 문화 및 집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E’가로는 가로 폭은 약 62m로 6개의 가로 중 가장 짧은 골목가로이며 주점 

및 유흥에 관련한 오락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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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분 의류판매업 식음서비스 일반판매업 위락/일반서비스 업무/주거 계

내부

A-A’ 1 9 2 0 1 13

B-B’ 0 14 4 0 5 23

C-C’ 2 13 3 1 0 19

D-D’ 1 10 0 2 1 14

E-E’ 0 8 0 2 1 11

F-F’ 0 13 2 3 5 23

계 4 67 11 8 13

[표 28] 세가로별 입지현황

(단위 : 점포)

[그림 26] 세가로 구분 keymap

*가로별 입지현황이기에 세가로 간 결절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점포는 개별의 점포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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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익선동 골목상권 가로별 입면 층별 용도 현황 (1)

(2018년 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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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익선동 골목상권 가로별 입면 층별 용도 현황 (2)

(2018년 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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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분 번호 주소 점포명 현재용도 개점 이전 용도 개점시기

A

1
82-3

스튜디오JHK 악세서리 편집샵 주택 2015

2 반기다 레스토랑(한식) 레스토랑 2018

3 166-76 뜰안 한방카페 주택 2010

4 166-68 아씨방앗간 공방 세탁소 2015

5 166-51 익선숲 패션+악세서리 편집샵(수집) 2018

6 166-36 미담헌 레스토랑+연회 주택 2015

7 166-36 지오쿠치나 레스토랑(양식) 주택 2018

8 166-23 마당플라워 테마카페+꽃집 주택 2016

9 166-21 익선반주 레스토랑(한식) 주택 2017

10 166-19 명가헌 카페 주택 2015

11 166-18 간판없는가게 레스토랑(양식) 주택 2017

12 166-16 살라댕방콕 레스토랑(태국) 주택 2017

13 166-62 식물 카페 주택 2010?

B

14 166-77 익선주택 인테리어+카페 주택 2018

15 166-85 익선디미방 레스토랑(퓨전) 주택 2018

16 166-79 거북이슈퍼 주점(복고) 주택 2015

17
166-80

익선잡방 레스토랑(브런치) 갤러리(그랑2016) 2018

18 틈 카페(레트로/비스트로) 카페(익동다방) 2016

19 166-82 리장수 bar 주택 2017

20 166-66 용 레스토랑(중국) 주택 2018

21 166-67 크래프트 루 주점(맥주) 주택 2015

22 166-69 (공사중) 레스토랑(일식) 철물점 2018

23 166-70 솔내음 카페(한옥좌식) 주택 2015

24 166-71 경양식1920 레스토랑(경양식) 주택 2016

25 166-72 푸르스트 카페+향수공방 주택 2016

26 166-73 동백양과점 카페(개화기st) 주택 2017

27 166-54 열두달 레스토랑(양식) 주택 2015

28 166-64 더더익선 악세서리 주점(번지없는주막) 2018

C

29 166-50 이태리총각 레스토랑(이태리) 주택 2015

30 166-49 익선한복 편집샵+생활한복 사진관(익선칼라) 2018

31 166-48 한그륵 음식점(국수) 주택 2017

32 166-47 라렌츠 카페, 디저트 주택 2017

33 166-46 빌라프렌체 레스토랑(이태리) 주택 2017

34 166-45 익동정육점 레스토랑(스테이크) 주택 2018

35 166-44 프앙디 좌식카페, 디저트 주택 2016

36 166-37 미담헌 레스토랑+연회 주택 2015

37 166-38 때때롯살롱 편집샵+생활한복 주택 2015

38 166-39
비빔밥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주택 2015

39 166-40 ELLIE 카페 게스트하우스 2017

[표 29] 익선한옥보전구역 문화소비관련업종 (2018.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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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74

(공사중) -
베이커리

(낙원양과점, 2017)
2018

41 크리뮤 카페(디저트) 주택 2018

42 마이포에트리 악세서리 주택 2018

D

43 166-34 에일당 주점(수제맥주) 주택 2017

44 166-33 만홧가게 오락(만화방) 주택 2017

45 166-32 주민소통방 문화 및 집회시설 주택 2016

46 166-31 서울커피 카페, 디저트 주택 2016

47 166-30 더쉘프 셀렉샵(슈즈) 주택 2016

48 166-29 서촌남도분식 분식 주택 2018

49 166-24 엉클비디오타운 테마카페(비디오) 주택 2016

50 166-25 경성과자점 베이커리, 카페 주택 2018

51 166-26 빠리가옥 레스토랑(프랑스) 게스트하우스 2018

52 166-28 루스카 카페, 디저트 주택 2016

E

53 166-22 행아웃 호프 주택 2017

54 166-6 별천지 bar 주택 2016

55 166-8 콤콤오락실 오락(오락실) 공방(월인공방) 2017

56 166-1 슈퍼 슈퍼 서비스업 1980

57 166-20 심플도쿄 레스토랑(일식) 주택 2017

58 165 아트몬스터 호프 주택 2017

59 164-1 낯익다 카페(티라미수) 주택 2018

60 163 칼리가리브루잉 주점(pub) 주택 2018

F

61 120-1 더더익선 악세서리 주택 2018

62 120-2 망원동티라미수 카페(티라미수) 주택 2017

63 120-2 어나더스토리 악세서리 주택 2018

64 30
노가리슈퍼 주점 주택 2017

호떡굽는여자 음식 주택 2017

65 26 르블란서 레스토랑(프랑스) 주택 2016

66 23 베러플레이스 카페 주택 2018

67 18 호호식당 식당 주택 2018예정

68 21-4 구스아일랜드 Pub 주택 2017

69 21-3 밀 베이커리 주택 2018

70 21 비욘드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주택 2015

71 168-1 아마츄어작업실 카페(레트로) 주택 2018

72 168-4 모퉁이 카페, 디저트 주택 2015

73 169-2 커피합니다 카페 주택 2016

74 170 낙원장 숙박업소+카페 주택 2017

75 172 동남아 레스토랑(태국) 주택 2016

76 173 동북아 레스토랑(중국) 주택 2018

77 174 창화당 분식 주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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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한옥의 1층 파사드 인테리어 중인 

현장 모습 (2018년 10월 연구자촬영)

3. 골목상권의 경관형태

❚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경관 변화

  앞서 대상지 내 상업시설의 입지형태와 업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즉, 익

선한옥보전구역은 타 지역보다 약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상업화의 진행속도가 

빨랐다. 그 중 골목의 경관에 주목 할 수 있다.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는 만큼, 업

종을 담아내는 일종의 그릇과 같은 건축물과 가로공간은 그 역할에 맞게 조성되

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은 한옥의 형태와 골목의 구조

가 비교적 보전 정도가 양호하며 골목길, 한옥 등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여 이

색적인 경관을 창출하면서 지역을 브랜드화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보인다. 

  [표 30]를 통해 2013년도의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과 2018년의 골목의 경관, 분

위기가 첨이 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비교 사진은 같은 스팟에

서 최대한 동일한 구도에서 촬영하였으며,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사드의 

변화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상인들은 골목상권 공간 조성을 위해 파사

드에 변화를 주고 있다. 벽 일부를 허물

어 쇼윈도를 내거나, 작게는 소품의 형

태를 재해석하여 가로변 벽면에 적치하

는 등 전통적인 한옥의 분위기를 최대

한으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

를 가미하여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표 30]의 2018년 첫 번째 사진에 

해당하는 가게 ‘식물’의 경우에도, 

한옥에 쓰였던 기와를 활용하여 시멘트로 조적, 기와의 곡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벽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초기 입점한 가게들의 경우 대부분은 한옥의 

분위기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옥 리노베이션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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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8

[표 30]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 경관 변화

사진: 다음지도(2013), 연구자촬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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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세부 환경 분석

·골목상권의 입면과 위요정도

  골목상권의 세부 환경 골목의 입면 모습은 한옥주거지 내 골목상권의 현황을 

잘 보여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해당 대상지는 여타 골목상권과는 많

은 차이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옥밀집지역이고, 가로 폭이 3m미만의 아주 

폐쇄적이고 조밀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골목이 주는 위

요감에 주 관점을 두고 해석한다.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의 각도는 위, 아래쪽으로 각각 다르게 발달되어 왔다. 사

람의 시선은 내려다볼 때 수평선으로부터 70~80°(통상 상하 위 약 60°)정도 아

래를 볼 수 있고, 올려다 볼 때에는 수평선 위쪽으로는 50~55°로 제한되어 있

다.34) 제한된 시각에서 폭이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에게 건물 1층의 입면이 시야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건축물은 약 83.5%가 1층 건축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 지역의 가로변 건축물과 골목 폭과의 관계를 D/H35)로 정의할 때, 익선한

옥보전구역의 골목상권은 D/H=0.5~1.0정도이다. Yoshinobu Ashihare는 D/H가 

1.0~2.0 정도가 될 때 가장 좋은 경관이 되고, 균형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였다. D/H가 0.5~1.0일 경우, 골목가로 안에서 사람이 느끼는 공간감이 약간

의 폐쇄감을 느낌과 동시에 건물의 높이가 1:1비율일 경우, 그 사이의 공간에서 

가장 균형 있고, 쾌적한 느낌을 받는다.36) 폐쇄감을 느끼는 까닭은 가로 폭의 한

계 상 건축물의 최정점을 볼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해당 골목상권은 가

로 폭 대비 건축물의 평균높이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매우 좁은 가로임에도 

적정한 위요감과 폐쇄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4) Jan Gehl, 「사람을 위한 도시」, 국토연구원, 2014, p.37

35) D/H : ‘건축물의 높이(H)와 골목가로의 폭(D)의 비’를 말한다. 공간감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

며, D/H가 1보다 큰 경우 공간은 펼쳐지게 되고, 1보다 작은 경우 공간이 비좁아진다고 표현할 수 있

다. , YoshinoAshihara, 강건희 역, 「외부공간의 미학」, 기문당, 1999, p66-75

36) 나루미 구니히로 외 편저, 도시디자인연구회, 「도시디자인 수법」, 발언, 1997,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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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골목 현장 모습 가로 단면도 가로 단면 유형 다이어그램

1

2

3

4

[표 31] 익선한옥보전구역 주요 골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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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30] 개방적인 파사드의 모습

  건축물의 형태는, 단층의 한옥이 박스

형으로 가로건축물과 보도가 맞붙어 있

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익선한옥보

전구역의 가로 내 여유공간이 부족하기

에 최대 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형태로 판단된다. 이처럼 

폐쇄적인 도시공간일수록 시각적 요소를 

통한 디자인이 보완되거나, 형태상의 디자인으로 보완될 수 있기에 골목의 가로

질감을 더불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 내 가로변

에는 벤치, 식재 등을 놓거나, 한옥 앞 일부를 터서 가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을 머물도록 하고 있다. 가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

지만, 가로의 좁은 폭 탓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구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건물의 1층 부이자 한옥의 입면의 다양한 변화가 골목을 걷는 방문객들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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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골목의 결절부에서 바라본 골목상권 상점 입면 질감

·골목상권의 가로 질감

  해당 논문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폐쇄적인 도시공간일수록 시각적 요소를 

통한 디자인이 보완되거나, 형태상의 디자인으로 보완될 수 있기에 골목의 가로

질감을 더불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골목상권의 현장답사와 골목 파노라마 

사진의 가공을 통해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질감을 분석하였다. 익선한옥

보전구역 골목은 위에서 재차 언급하였듯이 한옥양식에서 모티브를 따온 인테리

어 소재의 재해석과 활용을 통해 방문객을 집적시키고 있다. 즉, 익선한옥보전구

역 내 건물들의 입면은 형태적으로 한옥이라는 규격화된 건축양식을 따르고는 있

으나 각 점포의 개성을 살리는 형태로 부분적으로 개조하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상점의 입면 [그림 32]를 구성하는 재료와 질감이 골목마다, 필지마다 매우 다양

하여 개성 있는 골목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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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카보네이트 마감 [그림 33] 전통한옥 대문과

현대적 간판의 조화

[그림 34] 식물과 입간판 [그림 35] 와인병

  [그림 32, 33, 34, 35, 36, 37]을 보면 카보네이트로 마감 후 자연채광이 가능하

게끔 하고, 한옥 외부 전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거나 전통한옥 대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판 처리, 식물, 입간판, 스틸프레임, 나무와 철재 등의 여러 재료들

을 활용하여 각 상점의 개성을 살리고 해당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과 분

위기에 적절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상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소

품과 기존 한옥의 적치물을 건물 입면에 배치·보존·활용하여 근거리에서 보았

을 때 새로운 것이 보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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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스틸 프레임 [그림 37] 나무와 타일, 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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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익선한옥보전구역의 

                     골목상권화에 따른 특성

1절. 골목상권화 과정과 현상

  본 연구는 현재 소위 뜨고 있는 골목상권 중 ‘익선동골목상권’의 부흥과 그

에 관련한 사항들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이다. 따라서 해당 절에서는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을 가꾸고 조성한 주요주체인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내부 상인들의 이야기와 그에 관련한 주요사안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 조성주체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

❚ 입점계기 : 상권 고유의 문화적 분위기와 잠재성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당신은 빈티지를 좋아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나는  

  역사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복제할 수는 있

  지만, 단 한 가지 복제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 공간과 빈티지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서정성을 표현

  하고자 익선동을 찾아왔습니다.”

-주민(상인회)37)

"여기 찻집을 차린 이유는 단순했어요. 가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처마가  

아름다웠거든요." 

- 주민(상인회)38)

37) <익선포럼> . p.74 중 발췌하여 작성

38) 엠빅뉴스(2016년 03월 21일), “서울 속 숨겨진 골목, ‘종로 익선동’이야기” 중 인터뷰 발췌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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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실제 입점계기와

입점포 테넌트의 이질성

"여기 있는 열 곳의 가게 중 한 곳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익선동은 망

가질 거예요. '왜 익선동에 왔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은 자들만 모이길 바랍니

다." 

- 주민(상인회)39)

조동욱, 익선동121 대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한복판, 그것도 종로의 중심에서 변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

을 보존하는 동네를 발견했을 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시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상인회)40)

거북이슈퍼 박지호 사장

"모두가 아는 가로수길이나 이태원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서 공간의 미를 보여

주고 싶었어요. 이곳에 깃든 역사를 후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어요." 

- 주민(상인회)41)

루이스 박, 식물 전 대표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익선한옥보

전구역 골목상권을 조성한 주요주체인 상

점 경영자들은 해당 상권 고유의 문화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잠재성에 주목하여 입

점하였다. 이는 골목상권 형성 초기 입점 

그룹A의 영향이 크다. 한옥은 익선한옥보

전구역이 갖고 있는 물리적으로 매력적인 

골목 자원으로 보인다. 한옥이 갖고 있는 

역사성, 전통성, 독창성과 각 입점포만의 

개성을 접목시켜 이색적, 이국적인 골목경

관을 연출하였다. 이는 한옥이라는 한국적 건축물을 활용하면서, 정반대의 내부 

39) 엠빅뉴스(2016년 03월 21일), “서울 속 숨겨진 골목, ‘종로 익선동’이야기” 중 인터뷰 발췌하여 

작성

40) 조선비즈(2016년 02월 21일), “낙원상가 뒷골목 익선동에서 무슨 일이? 한옥 카페와 펍, 낡은 슈

퍼...예술가들의 힙한 아지트로 변모” 중 인터뷰 발췌하여 작성

41)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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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를 담고 있다는 것은 해당상권 내에 음식점 분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즉, 해당 상권의 상점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현대적인 건물과 가로와 같은 물

리적인 환경보다, 낙후된 환경도 특유의 분위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와 

예술과 같은 비물리적 자원의 결합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점의 입지에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기 상권을 형성한 그룹A의 영향이 두

드러진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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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입점포와 그 특성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은 다양한 업종과 업체의 변화를 가졌다. 시기별·

업종별 입점한 점포의 특성의 구분이 가능하다. 공간 분석 결과, 몇몇 주요 점포

들이 상권의 대세 흐름을 좌우하였다. 주요 입점포는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3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골목상권 형성 초기 단계의 주 조성 그룹A는 문화예

술을 주로 향유하는 개인들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그룹B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

며, 악세서리 및 공방을 운영하는 소규모 집단이 주를 이루었다. 2018년에는 그룹

C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대자본 위주의 집단이 상권의 흐름을 잡으며 상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는 불과 3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

다.

[그림 40] 주요 입점포와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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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A : 한옥밀집구역 특유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유입된 문화예술 그룹

“당시 조건이 한 집 당 보조금500에 월세60만원. 수리비만 6,000~7,000천만 원 

  선 나오는데. 누가 그걸 건드리겠어. 그냥 내버려두지. 월세를 누가 들어와. 지

  붕 수리하는 데 300만원. 용도 변경하는 데 150만원. 저걸 누가 들어와서 장사

  도 안 되는 골목에서 누가 장사를 해. 다 감안하고 들어와라 하고 허락한 것이 

  야. 처음엔 마찬가지였다. 하루엔 만원도 팔고 만 오천 원 팔고... ……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지 알아요? 보통 남자들은 전부 다 부수고, 개발하고, 건물 높이 

  올리고 그러는데, 이 동네 들어온다던 남자들은 안그렇더라고이 남자들 쪽에서 

  먼저 ‘어? 괜찮네.’ 하면서 여기 분위기 좋다고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감각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이었어.”

-주민(상인회)42)

“뜰안’은 한 10여 년 전에 무대뽀로 들어왔어요. 뜰안이 10년 정도 되었다. 뜰

  안은 말도 안 되는 거였다. 재개발 하는데 왜 들어와. 그냥 동네가 좋아서 들어

  왔대요. 개발하면 그냥 쫓겨나야 하는 건데. 구역지정 후에는 입주보상이 없다. 

  왜? 철거되는 거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동네가 좋다는 이유로 들어온 

  것이다.”

-주민(상인회)43)

  그룹A의 경우 익선한옥밀집지역의 주용도가 주거일 당시, 한옥과 골목의 분위

기에 매료되어, 빈티지한 감성이 좋아서 들어온 20-30대의 청년 사업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익선동 골목상권의 처음 시작을 알린 그룹A는 식음점포보다는 개

인 갤러리, 공방, 작업실 등 문화예술을 위해 유입되었으며, 공간운영자들이 대부

분 디자인 전공 위주의 유학파이거나 고학력자였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해당 골목상권을 찾은 이유는 한옥과 문화의 흔적을 캐치하여 들어온 

것이다. 둘째, 이들은 골목의 ‘폐쇄성’에도 주목하였다.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도시조직이 주는 매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상권의 물리적 조직구조는 팽창하거나 

확산되지 않으나, 그들이 키워나갈 컨텐츠는 확장되는 것에 매료된 것이 아닌가 

42) 2018년 11월 29일 현장인터뷰

43) 2018년 11월 29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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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레 추측할 수 있다. 

·그룹B : 본격적으로 장사를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들어온 그룹

“다큐3일, 방송 몇 번 타고 이러면서 좀... 근데 이제 좀 불만인 게 너무 장사꾼들

  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민(상인회)44)

  그룹B의 경우, 주로 서촌·경리단에서 옮겨왔으며 소위 ‘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업종은 주로 머천다이징 전문 업체, 악세서리 또는 식음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유입되었다. 이들은 개인보다 조합의 형식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룹C : 젠트리피케이션 촉진제 역할

“서촌남도분식, 망원동티라미수, 창화당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창화

  당도 여기가 시작은 아니에요. 여기가 워낙 뜨니까 그렇게 마케팅을 한거지. ”

-주민(상인회)45)

“아니, 솔직히 지금 이게 시장인지 상권인지 잘 인지가 안되기도 해요.”

-주민(상인회)46)

“처음에 젊은 친구들, 없는 친구들이 젊은 감각으로 들어와서 그런 감각으로 가

  는 와중에 뜨다보니까, 이제 나이 좀 들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익선동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했지.”

-주민(상인회)47)

  그룹C의 경우, 익선한옥보전구역이 내외부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자리잡게 된 이

44)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45)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46)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47)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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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근 2018년에 들어 입점한 그룹에 해당한다.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50대 까

지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상점 경영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또는 

그에 준하는 제 2호점을 이색적인 골목상권에 입점시키고 싶은 업자들이 그룹C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은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1개 지점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

니라, 2-3개의 지점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후반부부터 2018

년 현재에 이르면서 유입된 해당 그룹은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을 내부인들도 인

지하게끔 한 촉진제로 판단된다. 

·종합 : 이처럼 그룹A(문화예술) - 그룹B(악세서리/공방 집단) - 그룹C(프랜차이

즈) 순으로 업종이 변화하고, 그 업종도 획일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

인회 내부에서도 골목상권의 정체성이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익선한옥보전구역은 시장이 아닌 상권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양한 컨텐츠보다는 식음서비스업종에 치중하여 많은 점포가 입점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40]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 상인그룹 유형별 특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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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협치를 통한 골목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 주민협치 : 익선포럼

“우리라도 지키자. 그렇지 않으면 다 사라질 테니까.”

-주민(상인회)48)

·익선포럼의 시작 : 2016년 ‘한옥마을 가꾸기’주민제안 사업

  서울시는 한옥마을 내 역사·문화·상징적 자원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높여 나

가고자 2016년 「한옥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였고 총 12건의 사

업이 선정되었다. 신청 대상지역은 한옥밀집지역 등 총 11곳이며, 사업신청지역은 

북촌, 경복궁 서측, 돈화문(익선동 포함), 앵두마을, 은평한옥마을이다.

  사업의 내용이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

하여 주민들이 마을의 가치를 알아가는 사업 위주로 검토·선정되었다고 서울시

에서는 밝히고 있는 바이다. 선정기준은 첫째,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

고, 둘째, 사업의 실행 및 효과성 여부를 따져 결정하였다. 지역주민과 시민의 공

감대형성과 그에 따른 가치 창출의 가능성과 마을의 자원의 활용정도, 지역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사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타 지역

으로의 촉매 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주민모임

형이 총 6건, 마을특화형이 6건이며 각각 최대 5백만원,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되었

다. 해당 사업들은 2016년 04월부터 사업 참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간 소

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익선동 관련 주민공모사업은 총 3건으로 ‘익선동 마을 공작소’,‘익선포

럼’,‘백투더퓨처, 익선동 166’이다. ‘익선동 마을 공작소’는 익선동 보다 프

48)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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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익선동의 모습을 담은 주민사진전시회 ‘시선, 

장밋빛 감성으로 물들다’를 개최하였다. ‘백투더퓨처, 익선동 166’은 동일명

의 사업을 통해 도시공간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원예골목가꾸기를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익선포럼’은 지역공동체모임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없이 익선동

을 개성 있는 상업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선정되었다. 

번호 사업명 모임(단체)명 선정여부
결정금액

(천원)
비고

1 한옥GO古GO 한옥협동조합
조건부

선정
5,000

2
북촌의 꿈을 품고 

더불어 공유하는 광장
웃고협동조합

조건부

선정
7,000

3
북촌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구축
북촌문화연구소

조건부

선정
20,000

4 풍문 북촌에 살다
체험위주의 

역사교육교사연구회

조건부

선정
5,000

5
한옥에 문화의 향기를 

입히다
북촌전통주문화연구회

조건부

선정
6,000

6
북촌 마을 예술 

문화거리 특화사업
안코코

조건부

선정
8,000

7 북촌, 아름다운 동행 북촌협의회
조건부

선정
12,000

8 익선동 마을 공작소 익선동 보다 프로젝트
조건부

선정
5,000

사진

전시회

9 익선포럼 익선포럼
조건부

선정
5,000

주민

협의체

10 백투더퓨처, 익선동 166 백투더퓨처, 익선동 166
조건부

선정
5,000

원예

골목

가꾸기

11
‘응답하라 

성북한옥’프로젝트
창작단

조건부

선정
5,000

12 한옥, 새롭게 태어나다
북한산은평한옥마을 

협동조합

조건부

선정
7,000

[표 32] 2016한옥마을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선정 사업

익선동해당사업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https://opengov.seoul.go.kr)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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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장소 주 제

1차 2016.04.28 다다익선스튜디오 · 익선포럼 소개

2차 2016.05.11
올재 게스트하우스

(현 ELLIE)
· 익선포럼 마을강좌

[표 33] 익선포럼 개최 내용

·주민공동체 조직결성

  ‘익선포럼’은 2004년 시행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사업’의 약 10여년 

간의 진척에 따라 익선동의 정체성을 지키고 상권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을 주

민들의 자발적인 협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된 마을공동체사업이다. 2016년 03

월 04일 ‘2016년 마을공동체 제안 사업 지원’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6년 

04월 28일 서울시와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첫 모임을 다다익선스튜디오에서 가졌

다. 

  본격적인 포럼회의는 2016년 04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3차에 걸쳐 모

임이 진행되었다. 주요참여인은 천명수(대표제안자)외 2인, 실무책임자 1인, 진행

보조 4인, 주민 68인, 외부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서울시 역사도심재

생과,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공공적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사업의 시작은 젊은 창업자들의 유입과 기존 주민간의 공감대 형성

을 1차적인 목표로 시작되었다. 마지막 13차 회의 이후로도 ‘문화마을 익선동 

만들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익선동 관련 문화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계획하였다.

[그림 41] 익선포럼 활동 모습

출처 : 『익선포럼』보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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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16.05.11 올재 게스트하우스 · 익선동 현황 논의

4차 2016.06.03 다다익선 스튜디오
· 익선동 변화 흐름 강의

· 익선포럼 방향에 대한 논의

5차 2016.06.08 올재 게스트하우스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관련 서울시와 

주민 간 질의응답

6차 2016.06.30 강남다방
· 익선동 마을 안내판 제작

· 익선포럼 진행방향 논의

7차 2016.07.12 뜰안
· ‘정세권 중당식주택에 대한 연구’강의

· 익선동 지역 문화 환원 사업 논의

8차 2016.07.28 식물
· 한옥짓기 강의

· 익선동 문화마을 만들기 & 민원방법 논의

9차 2016.08.11 익선동121

· ‘UNESCO의 역사도시경관 가꾸기’강의

· 익선동 보존 방향 논의

· 익선동 해결과제와 향후 진행 논의

10차 2016.08.28 명가헌
· 한옥이야기: 북촌, 서촌, 익선 ‘한옥은 

어떻게 가야하나’

11차 2016.09.22 뜰안
· 세계문자심포지아 2016행랑

· 세계문화심포지아 관련 익선동 역할 논의

12차 2016.09.22 다다익선스튜디오 · 문화마을 익선동 기획 세부논의

13차 2016.04.28 ELLIE
· 익선포럼 주민협약

· 익선포럼 정리 및 향후 방향 논의

출처 : <익선포럼> 보고 문서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해당 포럼은 월 1회 전문가 강의와 1회 주민자치모임으로 계획하여 모임을 진

행하며 전반적인 익선동에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도시공간을 관리하고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익선포럼> 

보고 문서에 따르면, 종로구 마을공동체 최봉명 활동가의 열린마을 강좌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핵심가치를 되새기고, 서울한옥 황인범 대표의 한옥짓기 강

의, 익선동의 환경개선을 위한 논의, 익선동 골목상권 주변 고기골목 등의 소음문

제,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복산업의 사양산업화를 비롯하여 서울시자체의 한옥보

존대책의 합리성 여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

하고 심도 깊은 담론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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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의의 귀결은 익선동 실제 거주민과 임차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지

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의 필요였다. 또한, 익선동 내부 한옥 관리 및 유지에 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향후 계획에 대해 진행되었다.

❚ 상업생태계의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본격화 

·2018년 이전, 해당 골목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담론과 실상

  2018년 이전에도 익선동 골목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소비자는 새롭고 색다른 소비 공간을 갈망하고, 이러한 수요로 상업공간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론이나 익선동 외부에서 평가하는 

익선동골목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본래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정의한 젠

트리피케이션49)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보여진다. 궁극적으로 익선한옥보전구역의 

주거민들은 대개 토지소유주에 해당하였고, 재개발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

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경우 본인들은 금방 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타 지역에 기거를 

할 만한 여유가 있는 독거노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 등이었던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 개발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서 살던 사람들이 쫓겨났구나!’ 라고 바라본다구요. 근데 여기는 원래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걸 자꾸 간과하면 안되지. 완전 철거되게 되면 어차피 나가야 되

  는거고. 원래 계셨던 분들은 임시적으로 남아있고 재개발 된다는 것을 알고 있

  던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그 분들 때문에 한옥이 무너지는데 그냥 냅 둘 수

  도 없는거고.”

-주민(상인회)50)

49) 본래 젠트리피케이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류계층에 해당하는 젠트리(gentry)가 저소득층 밀

집주거지에 파고 들어가 공간을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몰아내는 ‘젠트리파이(gentrify)’의 과정을 

말한다.

50)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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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부터 기자들은 익선동에 대해 왜곡기사를 많이 써왔어요. 생각보다 

  익선동은 소유주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차인 

  구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기사를 써 내려 가더라구요. 외부사람들

  은 그런 기사나 방송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들이더라구요. 보이기

  엔 변화가 빠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의 시선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니까 좀 억울하기도 해요.”

-주민(상인회)51)

“여기를 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뉴스 같은 경우에, ‘빈민 포르노 익

  선동”하면서 자극적인 방송을 내보냈어요.”

-주민(상인회)52)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 지나가다 듣고 그런 얘기들은 익선동 골목상권

  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노력 같은 것에 비해서 조금의 과가 있는 것을 그게 

  다 인 양 부풀려서 얘기하니까 속상해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거든. 

  그 사람들의 노력은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게 어떻게 

  왔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요. 관에서의 불합리함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

-주민(상인회)53)

·2018년 이후, 본격화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뜨니까 자꾸 사람들이 장사하러 들어오잖아요. 물건은 없지. 그럼 주인

  한테 연락해서 임대료 올려드릴게. 하면서 기존 사람들 나가게끔 하게 

  되는거지.”

-주민(부동산)54)

  앞서 논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익선동 골목상권도 ‘뜨는 동네, 힙한 동네’로 

51)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52)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53)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54)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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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면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없이 활성화된 상업지역 만들

기’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들어서면서 전형적인 ‘한국형 젠

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근 10년 간의 유사부동산 거래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8년 토지 3.3㎡당 단가가 2.3천만 원 대에서 6.4천만 원 선으로 수직상승하였

다. 익선동 토지 단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5년 골목상권으로 조성되기 시

작하고, 2017년 후반에 들어서 업종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이루어진 골목상

권의 활성화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또한, 인터뷰에 따르면 권리금이 '제로

'였던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은 현재 상가 매물 권리금만으로 1억~1억5000만

원을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42] 근 10년 간 유사부동산 거래분포 : 키워드 ‘익선동’‘상업업무’

(출처: 밸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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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해당 논문에서 B,C그룹이라고 칭하고 있다.) 가게의 색깔을 내고자 인테

  리어 업자에게 맡겨서 다 바꿔버리니까 삼청동처럼 될까봐 우려스러워요... 그

  때 좋았다고 해서 온 친구들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장사가 되니까 돈 있는 사 

  람들이나 외부부동산에서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민(부동산)55)

“가로수길에 비하면 익선동은 거저니까. 여기서 처음 했던 친구들은 또 다른 곳 

  찾으면 되고... 그 정도 받고 나가지 뭐. 이러고 나가면서 바뀌게 되는 거 같아.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야. 20평대 평당 6-7만원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3-4배 더 

  뛰게 받게끔 하게 되는거야.”

-주민(부동산)56)

  급격한 상업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단순히 지가상승만 부추긴 것이 

아니다. 골목경관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제2호점 등

이 들어오면서 전문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와 인테리어 시공을 하다 보니 기존의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시작과는 다른 형태의 골목상권의 경관과 정체성

을 갖게 되어버리는 형국이다. 익선한옥보전구역을 골목상권으로 재탄생시킨 주

요 조성주체들은 골목상권 내 오래된 떨어진 타일, 창살, 대문, 기와 등을 가치있

는 것이라 여기며 골목 그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

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었음과 동시에 낙후된 해당 지역을 살

릴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목 특유의 ‘낙후됨, 오래됨’에 매료되어 

유입된 그룹A에 해당하는 주요 조성주체들이 이룬 서정적 컨텐츠들이 외부에 알

려지면서, 자본가들과 외부 부동산에서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55) 2018년 10월 28일 현장인터뷰

56) 2018년 10월 28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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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 익선지구단위계획 과정 사항

1차 1997 익선동 재개발 인허가 불가 

2차 2002 재개발구역지정해지신청

3차 2004. 04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4차 2005. 06 익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5차 2005 해당구역 주거비율 90%까지 완화

6차 2009 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 후 부결

7차 2010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익선구역 계획방향 제안

8차 2012 정비계획 변경신청 (50m/14층)에 따른 한옥보존방안 재검토

9차 2013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동의율 52% = 123/239명) 

개발추진위원회 자진해산

10차 2014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공람공고 (2014.2.14.~2015.03.17.)

11차 2014.09 정비구역 해제 결정고시 예정

12차 2018.05.10
익선지구단위계획 시행에 따른 

익선한옥밀집지역/익선한옥보전구역 지정

[표 34]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익선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의 과정

3. 골목상권 조성주체들과 법적제도와의 상충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과 혼란

  익선동 골목상권은 개발 추진위원회도 해산한 2014년을 기점으로 상권이 본격

적으로 뜨기 시작했다. [표 34]를 통해 익선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였

던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과 해제까지의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 살

펴볼 수 있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2013년 주민동의율 52%(123명/239명)을 받아 승

인취소 되었다. 토지소유주 조합으로 이루어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자진해서 해

산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1997년 서울시에서는 본래 재개발 인허가

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7년간 재개발 상정을 금하고 있다. 당시 익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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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탓에 발생한 결과였다. 7년 후, 재개발조합은 

2002년에 다시 서울시에 재개발구역지정해지신청을 올렸다. 그 당시 2002년 11월 

02일 피맛길 화재로 인해 해당 사업신청에 대한 논의는 연기되었고, 2년 후 2004

년 04월 재개발구역지정이 확정되었다. 이 시기부터 구역지정이 되었기에 주민 

및 토지소유주들은 추진위원회 등 조합구성을 하며 재개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고 한다. 준비과정에서 2005년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도심공동화를 살리는 방

법은 도심 내에 주거시설을 집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였다.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현 익선한옥밀집

지역)은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면서 주거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가를 지어서 사업

성이 불투명하는 것 보다는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다. 

“종로구에서도 되는 걸로 알고, 종로구에서도 여기에 동사무소를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짓겠다 어쩌겠다. 했어요. 당시 종로구에 직접 문의를 했었지

  요. 서울시장과 협의를 했느냐, 서울시 10여 군데 업체와 협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될 줄 알았어. 근데, 보통 서울시심의에서 보완 내지는 이렇게 되지 

‘부결’이라는 말... 아예 부결이 되어버렸어. 너무 맥빠지지 않아?”

-주민(부동산)57)

“큰집들 같은 경우는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선 가던게, 평당 2천만원이라고 

  해도 안팔렸다구. 대책이 없고, 안보였어요.”

-주민(부동산)58)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계속된 설계변경으로 인해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2010년까지 계속되며 사

업 진행의 부진을 겪었고 끝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이 부결

되었다. 사업 부결 이후,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익선동은 

57)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58) 2018년 11월 29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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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해제 검토 중입니다.’라고 확정을 내렸고, 주민들은 재개발이 될 것이

라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다림은 근 7년

간의 매매계약이 전혀 없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재개발이 된다

고 하여 주민들은 임시로 한옥을 수리하여 근근이 살고 있었고, 그러나 한옥은 점

차 노후되어 가고, 개발을 통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도 쓰러져가는 한옥을 사려는 

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재개발 추진은 실패 하였

고,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구역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

위원회를 해산시키면 된다는 지자체의 답변을 받고,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 50%이상을 받아내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재개발을 찬성하고 추진했던 이들

이 다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데에는 큰 결심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 판

단된다. 또한, 당시 익선동 개발에 관한 주장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한

옥보존에 가치를 두는 집단과 개발 추진에 중점을 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두 집단 모두 이해관계는 극적으로 다르나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아 추진위

원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었던 등 시기적으로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익선동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주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긴 시간동안 와전된 말들

  도 많고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커요. 또, 익선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들이 모이면 좋겠지만, 투지 목적으로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말까지 어떤 단계인지 궁금하고,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진행방향을 알

  고 싶어요.”

-주민(상인회)59)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옥밀집지역이라는 범위를 정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보존구역의 범위 정도만 결정하고, 용도와 필지는 최대한 

59) <익선포럼> 중 질의내용 발췌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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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두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방향성을 잡아서 최소한

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정은 연말

까지로 생각하고 있고, 포럼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보존구

역의 경우에는 1.5배가 지원이 됩니다.”

-서울시60)

“보조금 받을 주민은 없을 겁니다.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세입자가 아닌 실제 토지소유주의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토지소유주)61)

  당시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한옥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점

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옥을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보완하고 

보강해서 오래 보존하는 쪽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연구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골

목조직도 내·외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약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60) <익선포럼> 중 질의내용 발췌하여 작성

61) <익선포럼> 중 질의내용 발췌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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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멸실과 갈등

· 한옥보존을 위한 내부 자체적 노력 : 수선방식의 제한 

  2010년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통한옥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기존 한옥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 범위 

내에서 개축과 대수선62)이 가능하다.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

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지

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를 제외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옥을 개축 및 대수선 

할 수 있게 되었다.63) 즉, 국가차원에서의 한옥에 대한 보존과 유지를 위해 대수

선을 허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상인회의 입장은 달랐다.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대수선마저도 한옥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는 조성주체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

다. 즉,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 내 상점 경영자들은 한옥을 주요한 물리적 자

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62) 대수선 :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 관련하여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

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

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

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

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

축물의 대수선,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

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

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토지이용 용어사전(http://luris.molit.go.kr )

63) 머니투데이(2010년 02월 09일),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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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이 ‘한옥’하면, 사람들이 익선동 한옥이 많이 바뀐 것을 보고 

‘버렸다, 망가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버리고, 왜 망가졌냐는 얘기야? 어딜 기준

으로 망가졌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은평 뉴타운의 2층짜리 한옥이 정통한

옥이냐. 그건 더 아니거든. 1920년대 종로거리를 보면, 전부 한옥이었다. 길가 상점도 

한옥, 주막집도 한옥, 여관 같은 곳도 전부 한옥이었다. 사람들이 ‘한옥’이라고 하

면, 북촌의 주거용 한옥만 생각하죠.”

-주민(상인회)64)

“일부 사람들이 ‘한옥 망가졌다, 버렸다’이런 얘기를 참 하기 좋아해. 그 사람

들 보고 한번이라도 익선동에 살아봤느냐. 익선동에 대해서 조금은 연구할 생각을 해

봤느냐고. 지나가다 보면서 그냥 한 말들이거든.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종로구청에서 한 것처럼 철거하면 되. 그러고 새로 지으면 되

지. 저거 살리는 게 더 힘들어. 틀어지고, 주저앉고 그걸 다시 들어올리고...”

-주민(상인회)65)

“소재가 바뀌었다고 그게 한옥이 양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주

거 한옥만 생각해서 말들을 해요. 옛날의 한옥은 영업집, 장사집도 있었는데... 주거로 

썼던 한옥을 보강해서 동선 이나 영업목적을 생각해서 안에를 튼 거지. 대신에 기둥

이나 서까래, 조선기와는 그대로 다 있고, 골목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고. 그럼 한옥

이지. 우리의 입장은 이래요.”

-주민(상인회)66)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주민·상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골목상권의 한

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920-30년대 정세권에 의해 익선동이 조성

될 당시에는 전기·수도가 들어오는 개량형 한옥으로 한옥의 트렌드가 변화하였

다. 기존의 한옥의 창은 한지로 만들었지만, 이 당시 유리가 들어오면서 단열과 

보안을 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건축물은 밑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철물을 엮

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지만, 한옥을 하늘에서 내려와요.”한옥은 기초축을 놓고 

그 위에 기둥 – 대들보 – 서까래 – 진흙 - 조선기와 순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상인

64)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65)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66)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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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기둥이 썩어 집이 주저앉으면, 위를 들어 올려 보강해

서 수리하면 된다는 말이다.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의 소재의 경우에는 수수

깡, 흙벽 등 현대 교외지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자연소재로 만들었고, 한옥의 유

지를 위해 현재까지도 소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겨울철 결로와 습기문

제로 외부에 시멘트를 발라서 타일을 붙인 것이다. 신공법·신소재로 만들어진 

한옥의 형태가 외부인들에게 전통한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있어 불만을 

토로하였다. 과연 한지로 창을 내고 마감의 형태를 서까래로 되어야만 한옥인 것

인가, 주거용 한옥만이 전통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뷰에 의하면 재개발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현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주민들은 집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언젠가 허물어 질 집이었기 때문이다. 

주거용도로 한옥을 사용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덧대거나 최소한만 손대었다. 

그 결과 현재의 골목 조직, 한옥의 외형 그 모든 것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개발이 엎어지게 되면서 한옥은 방치되었고, 빈집은 늘어갔다. 

그러던 와중에 2014-2015년에 들어와 그룹A가 점차 유입되게 되면서 주거용 한옥

으로 쓰임을 다하고 죽어가던 공간이 상업용 한옥으로 활용되면서 익선동 골목상

권이 빛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금 르블란서 건물있죠. 그대로 살린거죠. 그대로 다. 서까래 9개 무너진 것 다 

갈고, 기둥은 보강해서 그대로 다 썼고, 기와 그대로 다 걷어내서 다시 다시 공사했

고, 대수선도 안했어요. 이 곳 익선동은 수리공들도 기둥을 최대한 못 건드려요. 기둥

은 정 부실하지 않는 이상 건드리지 않게 해요 우리 측에서. 빔을 대더라도 안보이게

끔 댈 수 있게 하구요. ”

-주민(상인회)67)

67)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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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당시 수표로 28길 30

현)르블란서 위치의 개보수 전 원형의 모습

2018년 현재 수표로 28길 30

현)르블란서 위치의 개보수 후 

영업 중인 모습

[표 35] 주민자체적 한옥보존 수리 현장모습

출처 : <익선동 건축이행강제금 및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련 

보충서면> 첨부자료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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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보전구역임에도 보존가치가 높은 한옥 두 채 종로구에서 멸실

  익선한옥보전구역은 2018년 05월 지구단위계획상 익선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

되기 이전부터 한옥 보존과 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한옥’이라는 

물리적 컨텐츠는 경관적 측면에서 익선동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자체에서도 한옥보존정책을 통해 한옥의 현대화와 산업화

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현대 도시건축의 대안으로서 한옥

과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활용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익선동 골목상권의 경우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표 35]

에서와 같이 1920-30년대부터 2016년 까지 한옥의 생성의 추이는 확인할 수 있지

만, 한옥의 멸실 또는 골목의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대수선 허가로 멸실신고를 

면한 한옥 142-4번지, 142-2번지, 166-61번지, 166-62번지 총 4개의 한옥을 묶어 

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6년 02월 

19일 B-B’가로의 남측 초입에 있던 한옥 두 채(익선동 166-55번지)가 소유주의 

신축계획에 의한 멸실 민원과 그에 따른 종로구의 허가에 의해 철거되었다. 한쪽

에서는 한옥의 보존에 대해 역설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

는 한옥을 무자비하게 공격, 멸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아래 관련 인터뷰와 [표 36]의 철거관련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관에서는 지구지정도 못하고 관에서 시의원이 하나 트니까, 그렇게 지지부진해

지니까 2016년도에 종로구에서 2016년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주최 한

옥박람회 1회를 열었어요. 난 거기 참가하러 가는데, 그 부순 집. 그 집을 부수고 있

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모텔주차장 거기. ‘저걸 부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

니, 일하는 사람들은 부수라니까 부수는거지 하면서 무자비하게 한옥을 철거하는 거

야. 원래 한옥을 부술 때 한옥자재의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자재를 반출하고 철거해

야해. 근데 물대포를 쏘가며 무자비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종로구청장이 철

거 허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더 기가 막히지.”

-주민(상인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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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용

철거

진행

2016년 02월, 익선동 166-55번지 한옥 2채 철거현장

철거

완료

한옥 철거 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인 모습

[표 36] 익선동 166-55번지 한옥 2채 철거관련 모습

68) 2018년 11월 07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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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철거 및 콘크티트 타설작업 완료 후, 

주차장 펜스 철골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출처 : 상인회제공 및 보충서면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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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한옥 발생 및 멸실 추이

1920-1930 1940-1950

1960-1970 1970년 이후

2016년 ; 한옥 2채 멸실

[표 37] 시기별 한옥 발생 및 멸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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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한옥 심의의 문제 ; 공유공간(마당)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2018년 5월 10일 구역지정이 떨어졌는데 ‘한옥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 20% 완

  화해주고...’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리비가 1억 2천 여 만원 

  정도가 나와요. 우린 수리비 안 받겠다 이거야. 수리비 받으면 되도 않는 규제

  들을 걸잖아.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럼 장사 못 해.. 수리비 안 받겠다 

  이거야. 지금 뭐라고 하면 되돌아오는 대답이 ‘서울시 한옥심의 받아오세요.’

  이런다구. 서울시 한옥심의 받으면 여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택국에 가면 ‘건축과에 가서 합의를 봐서 해결을 하세

  요.’하면서 벌금만 때리고... 현행법에는 불법이고 위반이니까. ”

-주민(상인회)69)

  서울시에서는 2014년부터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등 한옥밀집지역에서 한옥 신

축 및 수선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심의기준을 담은 ‘한옥 설계 가이드라

인’을 발간하여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과 기준은 연구대상지에 해

당하는 익선한옥보전구역의 상업용 한옥에는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공유

공간에 해당하는 ‘마당’을 바라보는 정부와 내부 상인들의 시각의 차이에서 비

롯되었다고 판단된다. 해당사업에서 제시하는 한옥의 경우, 한옥심의가 주거의 기

본으로 상가로서의 영업상 내부 동선이나 마감재들이 업소의 디자인 목적으로 수

선되는 경우 한옥의 심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익선포럼

당시,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리는데 있어 “여기 한옥 건

폐율을 80%까지 상향을 하고, 마당, 아뜨리움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언급

하였다는 진술을 포착하였다. 

69)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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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서울시 ‘서울한옥포털’에 명시되어있는 한옥등록절차

주거용 한옥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음

(출처: http://hanok.seoul.go.kr/front/index.do)

[그림 44] ‘ㅁ’형 한옥구조의 마당부를 상업용도로 확장하여 활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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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한옥의 마당을 유리로 덮어 마당을 

실내 공간화한 모습 

  즉 현재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 내 입점포들의 대다수가 영업장 내부 동산

과 디자인을 위해 내벽을 털고 한옥 내부 마당부에 화분을 포함한 적치물, 테이

블·의자를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의 구조는 대부분이 

‘부엌 – 안방 – 대청마루 – 건넌방’의 ‘ㄱ’형 안채, ‘ㅁ’형 안채로 구성되

어 있다.70) 때문에, 주거용 한옥이 상

업용 한옥으로 쓰임이 변경되면서 마

루와 마당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서양건축에서의 중정

(countyard)에 해당하는 마당은 한옥이 

갖고 있는 큰 메리트다. 익선한옥보전

구역 골목상권의 경우에도 마당 부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치물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림 44]와 같이 유리로 

덮어 공유공간화 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내 

한옥이 영업장으로 수리되면서 이루어

진 이와 같은 변화들이 위법건축물 및 

무단영업장 확장으로 간주되면서 부과

금이 고지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한옥보전구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

로 지정되어 건폐율 60% 적용이 익선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80%까지 완화가 가능하였다. 

70) 오우근(2012). 『도시형한옥 주거지의 진입, 평면구성, 필지분할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익선동 166번

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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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옥보전구역 지정과 함께 완화가 불발되면서 일어나게된 갈등으로 판단

된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한옥조성과를 비롯 종로구 도시개발과와의 마찰을 빚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인회 내부에서의 다툼으로 인해 서로가 민원을 넣는 등의 갈등으로 현

행법에 의해 위반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온 것을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상인회 내부의 목소리는 이러한 변화를 위법이 아닌 한옥을 

최소한의 수리와 복원으로 골목상권으로서 활성화가 된 것으로 보고, 현대도시에

서의 공존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크다.

“골목길과 한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그것만 해도 큰일이고 우리 나름의 자

  부심 가지고 버티는 건데, 거기에 일반 건축물이다 이러면서 벌과금까지 때리

  니까 대안이 없네.”

-주민(상인회)71)

“땅의 효용성만 봐가지고는 한옥은 1층에다가 건축면적이 50%밖에 안 돼요. 10

  평에서 어디서 장사를 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당 부분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내 놓는다고. 그래서 동선 때문에 벽돌을 좀 이렇게 창 같은 것을 없애고. 그리

  고 거기를 안 덮으면 눈, 비에 약해지고, 무단으로 확장해서 쓴다고 벌과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짓고 싶지. 근데 가치를 생각해

  서 그렇게 안한 건데...”

-주민(상인회)72)

“종로구청의 잘 아는 설계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전문가가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한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로라도 인준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마당 덮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라도 인정받고 싶다. 업체소개 해준다고 해놓고  

  또 그것도 안 해줘.”

-주민(상인회)73)

“부과금이 계속 나오니까, 부과금을 계속 내고 있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

71)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72)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73)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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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또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럽죠. 집주인? 상인? 합법적으로 하

  게 되면, 주인들 집의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물론 수리는 상인들이 했지

  만... 집값도 올랐고 새로 들어온 창업자들이 이런 골목상권 환경을 다 만들었는

  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주인들을 설득하고 집주인들이 내려고 하는데, 그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이면 더 손을 쓸 방도가 없어요.”

-주민(상인회)74)

“종로구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죠. 위

  반 건축물 해서 고지가 된 거야. 벌금 얼마씩. 그리고 또 위생과에 압력을 넣어

  서 또 위생과에서 나왔어. ‘영업허가면적보다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

  이다.‘ 라면서... 마당에 주방시설이나 화장실을 넣은 것도 아니고, 마당에 테

  이블만 몇 개 둔건데. 인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도로에 포장마차처럼 나온 것

  도 아니고. ‘내 마당에 내가 테이블 놓은 게 잘못인가요?’ 라고 하니, 사인을 

  다 받아갔다면서 얘기 하더라구? ‘마당 쓰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받아갔다.’

  라고. 낮에는 영업을 안 하니까 저녁 8-9시에 공무원 4명이 와서 종업원 아무한

  테나 받아서 근거를 남긴 거지. 그 사람들은 익선동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구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다른 구에서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말이야. 

  중구는 절대 안이래요. 골뱅이골목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다 막아서 활성화  

  시키고...”

-주민(상인회)75)

  위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외부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아닌 본

인 소유의 대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한옥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서울

시와 종로구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골목상권 내부인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

다.

74)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75) 2018년 11월 02일 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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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방문자 설문에 따른 공간특성 인식분석

  해당 절에서는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주체인 방

문객들의 이야기와 그에 관련한 소비활동, 골목상권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 대

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방문객 및 이용객들이 해당 골목상권을 어떻게 

인지하고 상권 내에서 어떠한 소비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30대 남녀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2018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약 7일간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의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중, 주말로 나누어 오전조사는 정오 이전, 

오후조사는 5시 이후로 구분하여 총 14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7부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고, 총 133부를 회수하

였다. 또한 설문보완사항은 현장인터뷰를 통하여 개별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 설문응답자의 유형

  응답자의 대다수는 20대 학생(27.3%)과 회사원(57.6%)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골

목상권에 입점하는 신규 상점의 방문객들은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임을 보여주

는 증거이다. 거주지 현황을 보면 종로구와 인접구에서 방문하는 비율(13.2%)에 

비해 서울시 내 기타구 또는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비율(86.8%)이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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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대상지를 방문하는 빈도에 있어서도 강북구, 노원구 및 인접구 외 서울시에 인

접한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가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익선한옥

보전구역 골목상권이 인근 주민을 주 타깃으로 하는 지역형 상권이라기보다 광역

적 상권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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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소비계층의 유입

❚ 공간인지와 이용행태 

·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이미지

  도시공간의 이미지는 개인의 주관적관점이 상당부분 개입되어 형성되며, 개인 

다수에 의해 인식되어진 외부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일반화된 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당 장소의 축약된 이미지를 직관적으로나마 인지하기 위하여 긍정적

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답변비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같은 비 물리적 가치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는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심성적인 측면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은 긍정적인 측면의 답변이 우세

하였으며, 아늑하다(43명), 이색적이다(27명), 활기차다(15명), 세련되다(11명), 전

통적이다(8명), 예쁘다(3명), 자유롭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의 

답변으로는 빽빽하다(5명), 복잡하다(4명), 사치스럽다(3명) 등이 있었다.76) 특히, 

긍정적인 측면의 답변 중 ‘세련되다, 이색적이다 – 전통적이다’의 반대되는 개

념의 형용사가 공존하는 형태의 반응이 포착되었다.

  또한, 해당 논문의 앞 절에서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주요 조성주체들은 

한옥의 빈티지함, 해당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물리적·비물리적 역사문화자원에 매

료되어 들어왔다는 것이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설문조사 초기 한옥주거지 내 형

성된 골목상권임을 감안하여 ‘전통적·역사적·복고’등의 이미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와 달리, 실제 방문객은 전통적이기 보다는 한옥의 현대성에 

주목하고, 세련되고 이색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76)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형용사 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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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킹(Boutiquing)을 통한 문화·감성적 측면에서의 경험·체험소비추구

구분 고려 요소

설문조사 대상

남성

(N=64)

여성

(N=69)

대표적인

물리적 특징 

: 업종별

① 음식점 3.56 4.33

② 카페, 베이커리 4.23 4.33

③ 편집숍, 공방 4.00 4.00

④ 패션상점 2.50 2.00

⑤ 편의시설 2.33 1.25

⑥ 업무시설 1.50 1.66

⑦ 숙박업소 2.00 2.13

⑧ 주거 1.75 1.33

⑨ 오락시설 2.00 1.67

⑩ 유흥시설 2.25 2.33

⑪ 기타 근린시설 2.00 1.34

[표 38]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대표적 특징 : 업종별

  익선한옥보전구역의 대표적인 물리적 특징 중 업종에 관련하여 식음서비스 업

종 중 특히 카페, 베이커리에 남성 4.23, 여성 4.33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높은 응

답률을 보였다. 카페·베이커리, 편집숍·공방, 음식점 순으로 응답[표 40]을 하였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페 및 베이커리를 단순히 식음점포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닌 관광·시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개념에서 더 크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주킨(Zukin, 2009), 곤잘레스와 웨일리(Gonzalez and Waley, 2012)등의 기존 선

행연구들에서 ‘상권 체험(market experience)’을 상품화 하는 것을 ‘부티킹

(Boutiquing)’이라고 명명하고 있다.77) 이는 부티크(boutique)를 동사화한 동명사 

형태의 단어구조(boutique+ing)로 조합된 신조어이다. 즉, 부티킹은 즐길 거리, 볼

거리가 다양한 개성 있는 점포들을 구경하고 점포 내에서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

는다.78) 익선동은 다음과 같이 ‘부티킹’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77) 허자연, 2015,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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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설문결과를 통해 마련하였다. 

구분 고려 요소

설문조사 대상

남성

(N=64)

여성

(N=69)

대표적인

물리적 특징 

: 경관별

①
가로규모

(위요적 측면)
4.50 4.12

②
가로길이

(짧은 가로의 세분화)
3.75 3.92

③
건축물 높이

(단층)
2.33 4.37

④
디자인요소

(벽면, 창문, 담벼락 등)
4.33 4.66

⑤
가로시설물

(간판, 식재, 벤치 등)
3.66 4.12

[표 39]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대표적 특징 : 경관별

정보습득 경로 방문 후 정보 공유 유무 주요 정보 공유 매체

[표 40] 해당 골목상권 방문시 SNS 활용정도 

  이는 곧 점포의 업종과 가로경관의 형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표 41]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위요적 측면에서 좁은 골목 규모에 높은 응답률

78)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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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건축물 외부 디자인요소 4.66, 단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높이 4.37, 가로 경계부 가로시설물 4.12 순으로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골목상권을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카페 및 베이커리가 음식점으

로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과 골목에서 활동을 영위할 때 물리적 디자인요소 등

이 절대적 고려사항임을 감안하였을 때, 가로 경관의 미적체험을 중요시 여긴다

는 점에 있어서 즉, ‘소비’라는 행위가 현금 따위의 물질적 상호 교환만이 아니

라 체험적, 시각적 소구가 주를 이루는 것(허자연, 2015)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20~30대의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보

이는 소비 행태로[표 42], 이들이 골목상권의 활성화의 배후인구 혹은 정보 전달

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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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감성소비공간으로의 인식

  본 논문 제3장에서 업종 세분류별 공간분포분석을 통하여 식음서비스 관련 업

종의 분포가 압도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음점포밀집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문자는 방문목적에 음식을 먹으러 오기보다는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체

험형 소비를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골목상권은 컨

텐츠 및 시각적으로 특색을 가진 상점들이 가로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 가로의 

규모감이 아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방문자가 감성적으로 공간을 인지하게 되

는 가로의 정체성들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표 41]을 통해 설문조사 대상 공통

된 의견은 쇼핑의 목적보다 관람, 관광의 목적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고려 요소

설문조사 대상

남성

(N=64)

여성

(N=69)

골목상권

공간이용

파악

: 방문목적별

(활동)

① 업무·경제활동 2.15 1.16

② 거주목적 2.15 1.23

③ 쇼핑목적 3.75 2.74

④ 관광목적 4.33 2.75

⑤ 관람목적 4.33 4.25

⑥ 만남목적 4.00 3.75

⑦ 식음목적 3.68 4.00

⑧ 휴식목적 1.49 2.25

⑨ 유흥목적 2.00 1.50

⑩ 교육 및 문화예술활동목적 2.15 2.25

⑪ 축제 및 이벤트목적 1.67 1.72

[표 41]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공간이용 및 인식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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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려 요소

설문조사 대상

남성

(N=64)

여성

(N=69)

활동 시

중요

고려사항

① 접근성 2.33 4.66

② 차량접근 여부 1.08 2.16

③ 맛집 여부 3.25 3.72

④ 편집숍/공방 여부 2.43 2.64

⑤ 지역의 분위기 4.72 4.74

⑥ 타인의 추천 3.12 3.02

⑦ 유행/트렌드 3.75 3.39

[표 42]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 활동 시 중요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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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익선한옥보전구역 경험소비·감성소비활동 모습

사진: 연구자촬영(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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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익선한옥보전구역이 골목상권으로 조성되기까지의 과정 및 주요

사안을 조성 주요주체인 상인회의 내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하였고, 방문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현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에서 어떠

한 활동이 일어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은 ‘한옥’이라는 매개가 골목경관을 조성·연출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성주체들의 입점계기는 한옥주거지가 갖고 있는 고

유의 전통적, 역사적 분위기와 자신들의 점포와의 결합을 위해 입점하였다. 그리

고 그렇게 유입된 조성주체들은 각 시기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였다. 골목상권 

형성 초기 한옥밀집구역 특유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유입된 문화예술 그룹이 주를 

이루었고, 상권형성 중기에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통한 수입창출을 목적으로 집단

적으로 들어온 이들이 상권의 흐름을 좌우하였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 포화상

태에 이른 현 시점에는 프랜차이즈와 제00호점 입점을 위해 들어온 젠트리피케이

션 촉진 집단의 활동에 주목할 수 있다. 

  익선한옥보전구역의 상업형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선포럼과 익

선다락 등의 주민 협치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선한옥보전구

역 골목상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수순을 밟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지금의 익선동 골목상권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는 법적제도와 실 주체간의 상충, 물리적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해당 골목상권의 업종의 경우, 상인과 방문객 모두 식음점포에 집중하는 것에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첨이하게 달랐다. 골목상권을 

조성한 상인들은 창업을 시작하기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았고, 골목상권을 실질적

으로 이용하는 방문자들은 식음점포를 경험소비, 감성소비 측면에서 부티킹을 영



- 127 -

위하는 제1의 요소로 바라보았다. 이는 앞서 제 3장에서 정리한 골목상권의 업종

과 경관의 특성을 함께 연관 지었을 때, 실제 방문자들은 직접적인 구매행위보다 

감성적, 시각적 체험을 통해 골목상권을 접근하고 시간과 활동을 영위하기를 원

하는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관점의 차이를 통해 

도시이미지는 도시 브랜딩, 도시 마케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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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1절. 연구 요약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은 과거 정세권에 의해 주거용 한옥밀집지역으로 

개발되었고, 추후 상업용도로 용도지정이 한 차례 있었으나 주거용 한옥만 존재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상업지역임을 간과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2018년 

현재를 기점으로 근 3~4년 간 급격한 상업화과정을 겪으면서 ‘골목상권’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골목상권의 형성은 익선한옥보전구역의 건축물 주요 용도 변화 3단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태초 개발시점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에 이르는 제 1기는 주거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제 2기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정도의 단

기간이나 이 시기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익선동 골목을 주목하

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의 계기가 되었다. 제 3기는 

2017년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골목상권 내에는 공실이 전혀 없을 정

도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토지의 희소성 측면에서도, 골목 경관의 획일화가 

우려되는 측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기이다. 경

관의 경우, 익선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에 주목할 수 있다. 해당 골목상권 내 한옥

은 주거용 한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너무나 낙후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구역은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한옥의 활용은 

상업용도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며 활용된다면 그것이 한옥의 가치의 재발견이자 

보존의 새로운 형태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한옥 지원의 기준이 주거용도에 국

한되었다는 점, 또한 지원은 고사하고 부과금을 매기는 등의 불법행위로 간주하

는 점에 있어서 익선동 골목상권은 상권의 무한한 잠재력이 무시된 채 상권의 지

속가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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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형성과정 시기별 구분과 병행하여 각 건축물에 입점한 점포의 업종에 

대해 분류하였다. 식음서비스 업종이 두드러지게 많이 입점하고 또한 자주 변경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식음서비스 업종을 먹는 행위와 소비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닌 시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소비의 형태로 진화하여 소

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입점하지 않은 아직 순수한 골목상권은 

낙후되고 노후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예술과 문화가 집적된 새로운 공

간창출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실험무대로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한, 이는 필지가 조밀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보행환경이 창출됨을 의미하기도 한

다. 제인 제이콥스(Jacobs, 1961)의 소규모 블록에 대한 강조는 보행의 선택의 다

양성의 향상과 목적지 선택에 대한 변수의 증가, 이동의 편의성의 증가 관점에서 

필지의 규모와 필지 구획으로 탄생한 가로의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 골목상권은 

이처럼 조밀한 필지가 연속적으로 구획된 상업 가로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활동과 재미를 제공하는 도시공간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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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시사점과 한계점

  낙후된 도심 지역의 골목 주거지를 되살리기 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

동을 펼쳤다. 본래 상업 지역이었던 해당 골목가로는 주민과 상인회의 노력으로 

광역적 상권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겪으

며, 혼란을 가중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의 차로 인해 현재 골목상권의 지속 

및 발전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즉, 이는 공간의 활용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도심 내에서 한옥밀집지역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의 자립과 상권의 

유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주어야 하는지 갈등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

한 명확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바이다.  

  첫째, 이는 한옥 규정 시 과연 주거용 한옥·목조 구조형 한옥만을 전통한옥으

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아야 한다. 익선한옥보전구역은 ‘한옥보전’

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구단위계획상 규제되고 있으나, 한옥의 현대화와 상업화

에 적합하지 않는 법적규제로 상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며 골목상권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지정되어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정책이 과연 보

호인가 극단의 규제인가에 대해 시사 하는 바이다. 

둘째, 평면적으로 확장에 큰 한계를 갖고 있는 한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옥만이 갖고 있는 마당을 공유공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

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상권분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익선동 내부 주민 및 상인들의 자

체적인 협치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 도시재생 및 소규모 자생형 상권의 마케팅

과 활성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획일화 되어가는 상업가로 속에서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은 

아직까지는 나름의 개성과 가로경관을 유지한 채 이용되고 있다. 도시의 소비자

들은 도시공간의 유니크함, ‘어디에도 없는’공간을 계속해서 찾고, 옮기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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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적 경험과 다양한 경관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도시풍

경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골목상권의 형성에 있어 중요시 여겨

지는 요소와 그 요소들의 결합으로 보여 지는 특성들이 무엇인지 참고할만한 연

구의 지표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앞서 논의 된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과 함의를 도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익선한옥보전구역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한옥주

거지로 형성된 골목상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전통

한옥주거지로 형성된 골목상권에 대한 비교 연구가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보다 풍

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쟁점은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로 인해 발현되는 특성 진단에 

그쳤다.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구조화·유형화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부

작용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과 같은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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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lley Commercial Area

in Korean Traditional Housing Districts 
: Focused on Hanok Village at Ikseon-dong, Jongno-gu, Seoul

Jo Se Eu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lley area (ikseon-dong) was developed as a hanok residential area by a 

developer in the past. It was later turned into a commercial zone, but it seemed 

like a residential area to forget the commercial area. Rapid commercialization 

began three or four years ago, making it "the Alley commercial area". 

  The formation of full-scale commercial district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changes in the use of buildings on the target site. The first phase, 

which lasted about 30 years from the time of the initial development to 2014, 

was strong as a residential area. The second year of the year 2015-2016 was a 

short period of time, but at this time, designers engaged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egan to pay attention to Ikseon-dong's alley. The third period is from 

late 2017 to the present. The alley is saturated with no vacancies. This is a time 

to consider scarcity of land and directly experience Gentrrification, even in terms

of the concern of uniformity of alleys.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 hanok in the 

alley area has lost its function as a residential hanok. It's because there i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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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ward. Also, because the area is a commercial area for the purpose of use, 

the use of hanok is a new form of rediscovery and preservation of the value of 

hanok if it is used to carry on its popularity as a commercial road.

  However, a author of this paper agree that Ikseon-dong Alley area is not 

sustainable with the unlimited potential of the commercial rights ignored, given 

that the standard of support for Hanok was limited to residential use and that it 

was considered illegal activities such as charging fees, let alone support. In 

parallel with the classification by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lley 

commercial districts, the businesses that entered each building were classified. 

The food and beverage service sector has been markedly entered and changed 

frequently. However, it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food and beverage service 

industry was being consumed by evolving into a form of consumption that was 

experienced and experienced visually, not just by eating and consuming. Thus, 

the pure alley market, where large business franchises do not have a large 

presence, will serve as a new experimental stage for the younger generation 

who want to create new spaces that are concentrated in art and culture, while 

avoiding the image of an old and old place. This also means that various walking 

environments will be created in areas where the site is dense.

❚ Keywords : Alley commercial area, business district analysis, commercial 

street, hanok residentail area, Ikseon-dong, consumer space, emotional 

consumption, experience consumption, urban marketing, Ikseon-dong

❚ Student Number : 2016-2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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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선한옥보전구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연구생 조세은입니다.

본 설문은 “골목형 상업가로의 활성화와 공간적 특성 도출”연구를 위해 실시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는 일반사항, 골목상권 이용자의 활동분석을 위한 항목별 

인식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익선한옥보전구역이 골목상권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

까지의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해당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인식을 통해 골목상권의 성공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로 문헌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조성과정, 애로사항, 인식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한 질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표적집단면접법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본 설문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조사에는 정답이 없으나, 익선한옥보전구역이 시민들에게 ‘익선동 골목상권, 

익선한옥마을’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 고시된 시점인 현 2018년까지의 방문객의 경

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조

사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견해가 외부에 알려질 우

려가 전혀 없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 사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

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 : 조세은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도시설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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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1 : 익선동 골목상권의 이미지

1. 귀하가 느끼는 익선동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예: 레트로, 전통적이다, 이색적이다, 아늑하다, 즐겁다, 골목, 자유스럽다, 색다르다, 오래된, 향략

소비적 등)

2. 평소 익선동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하였습니까?

① 언론매체 (TV, 신문 등)    ② SNS (instagram, facebook 등)     ③ 경험

④ 책/잡지                   ⑤ 주위사람                       ⑥ 기타

3. 익선동의 대표적 ‘물리적’특징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식점 ① ② ③ ④ ⑤

2
카페, 베이커리

(음료, 디저트)

3 편집숍, 공방

4 패션상점

5 편의시설

6
디자인사무실, 기획업체 

(업무)

7 숙박업소

8 주거

9 오락시설(오락실, 만화방)

10 유흥시설(주점)

11 기타 근린생활시설

12
가로규모

(좁다, 위요적 측면)

13
가로의 길이

(짧은 가로가 세분화)

14 건축물의 높이(단층)

15

건축물 디자인·장식적 

요소

(벽면, 문, 창문, 담벼락 등)

16
가로시설물

(간판, 식재, 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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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 익선동 골목상권 이용특성

[이용 기본 특성 파악]

1. 익선동 골목상권 방문 시 ‘방문목적(활동적)’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 업무상(경제활동) ① ② ③ ④ ⑤

2 거주

3 쇼핑

4 관광

5
관람

(구경:사람, 물건, 건물 등)

6 만남

7 식음

8 사색 및 휴식, 산책

9 유흥

10 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11 축제 및 이벤트

2. 방문횟수 (거주민의 경우 상업시설 이용횟수)

① 주(    )회     ② 월(    )회     ③ 분기별(    )회     ④ 년(    )회   

3. 보통 방문 시 동행인

① 혼자   ② 자녀/배우자   ③ 친구/애인   ④ 친척/이웃주민   ⑤ 기타(          )  

4. 주 방문 요일

① 월      ② 화      ③ 수      ④ 목      ⑤ 금      ⑥ 토      ⑦ 일

5. 주 이용 시간대 (해당시간대에 v표시 해주세요.)

오전 오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일

토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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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균 체류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2~5시간      ④ 5시간 이상

7. 주요 교통수단

① 도보      ② 지하철      ③ 자전거 및 이륜차      ④ 버스      ⑤ 승용차

8. 주로 구입/소비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① 의류      ② 신발/잡화      ③ 악세서리     ④ 조명      ⑤ 먹거리     ⑥놀거리

9. 재방문의사

① 있다      ② 없다

10. 위 지도를 참고하시어 자주 이용하는 상점이 있는 가로를 체크해주세요.

① A-A’     ② B-B’    ③ C-C’    ④ D-D’     ⑤ E-E’    ⑥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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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크한 가로에서 자주 활동하는 이유는?

① 목적지 경유     ② 가로환경 양호    ③ 다양한 볼거리    ④ 다양한 먹거리    

⑤ 쉼              ⑥ 기타(              )

12. 체크한 가로에서 자주 하는 활동은?

① 구경     ② 만남    ③ 단순통과    ④ 유흥    

⑤ 쇼핑     ⑥ 기타(              )

[방문 결정 중요도 파악]

13. ‘익선동 골목상권’에서 각 항목에 대해 인지(신경쓰는/영향을받는)하는 정도에 V표시 해주세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2 주차가능 여부 ① ② ③ ④ ⑤

3 맛집이 많은지 ① ② ③ ④ ⑤

4 편집숍이 많은지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지역의 분위기

(예쁜지, 사진찍기 

좋은지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인의 추천 ① ② ③ ④ ⑤

7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① ② ③ ④ ⑤

[타인과의 정보 공유 정도 파악]

14. ‘익선동 골목상권’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는?

① 언론매체 (TV, 인터넷, 신문 등)    ② SNS (instagram, facebook 등)     

③ 경험       ④ 책/잡지            ⑤ 지인       ⑥기타(            )

15. ‘익선동 골목상권’방문 후 정보 공유 유무

① 예     ② 아니오

16. 정보 공유 시, 주요 정보 공유 매체는 무엇입니까?

① 직접(오프라인 대화)                           ② 개인 메신저(카톡, 라인 등)  

③ SNS(instagram, facebook, band, 블로그 등)    ④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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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3 : 일반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①학생    ②회사원     ③공무원     ④상업/자영업     ⑤주부     

⑥기타(           )

4.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             )시  (             )구  (서울의 경우, 해당 동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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