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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도심부�내�재개발�해제�지역의

도시�계획과�공간�변화�연구

-종로구�권농동�일대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건축학과��박�태�홍

지도교수��백��진

오늘날�서울의�도심부는�오랜�시간의�켜가�쌓인�공간으로,�옛�물길과�도

로,�한양도성과�궁궐에서부터�근현대시기의�건축유산에�이르는�각�시대의�

흔적이�함께�나타나는�곳이다.�현행�도심부�계획인�‘역사도심�기본계획’의�

제목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러한�시간의�층위가�만들어�낸�역사적�특

성은�오늘날�서울�도심부의�정체성을�형성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요소

가�되었다.�도시계획에서의�이러한�시각�변화는�도심부�관리의�패러다임을�

바꾸었는데,�오늘날의�도심부�계획은�재개발�중심으로�관리되어�온�기존의�

방향에서�벗어나�도심부�내�역사문화자산의�보존과�활용,�역사성의�회복에�

집중하고�있다.�특히�본�연구에서�다루었던�재개발�해제�지역의�경우,�도

심부�곳곳에�분포한�문화재와�함께�서울의�역사적�특성이�뚜렷하게�드러

나는�곳으로,�향후�‘역사도심’의�정체성을�결정할�수�있는�여러�가능성이�

내재된�곳이라�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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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본�연구는�오늘날의�도심부�관리에�있어�재개발�해제�지역의�중요

성을�밝히는�데에서�출발하였다.�시기별�도심부�계획에서�나타나는�문제인

식과�계획방향의�변화를�추적하고,�도심부�계획에�있어�한양도성�내부�지

역이�지니는� ‘역사적�특성’의�중요성이�높아지는�일련의�과정에�주목하였

다.�특히�현행�도심부�계획의�방향에�비춰보면,�도심부�내�재개발�해제�지

역은�역사문화자원이�풍부하게�분포한�곳이자�동시에�개발압력이�끊임없이�

존재하는�곳으로,� 철거하고�재개발되어야하는�도심부�내�낙후지역으로�대

상지를�다뤄온�온�기존의�접근과는�다른�방식의�이해를�필요로�한다.�따라

서�현행�도심부�계획을�비판적으로�바라보고�재개발�해제�지역의�적절한�

관리�방안을�논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종로구�권농동�일대를�대상지로�

선정하여�재개발�해제�지역의�도시공간이�지닌�특성을�밝히고자�하였다.�

먼저�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현황을�진단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대

상지�내�가로와�필지,�건축물의�규모�등으로�대표되는�물리적�환경과�용도�

분포의�현황을�조사하였고,�각�요소의�변화�과정을�시간�순서에�따라�추적

하였다.�이를�통해�오늘날�권농동�일대�도시�공간에서�나타나는�세�가지�

특성을�도출하였으며.�재개발�해제�이후�권농동�일대에�적용된�시기별�도

시설계와�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등�여러�도시계획에서의�변화

를�추적하여�각�특성의�형성�배경과�변화�원인을�밝혔다.

우선�대상지�내�개발규모와�용도의�변화를�살펴보면,�대상지�내�물리적�

환경은�재개발�해제된�이후에도�일정�범위�안에서�기존의�규모를�따르는�

것으로�볼�수�있었다.�그러나�용도의�경우�주택이�대부분을�차지했던�이전

과�달리,�최근�귀금속�산업을�중심으로�급격히�상업화되는�양상을�보였다.�

이�같은�변화는�대상지에�적용된�시기별�도시계획에서의�기본�방향과�세

부지침�사이에서�생겨난�차이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었다.�최대개발규

모,�최고높이�등의�제한으로�비교적�통제가�용이했던�물리적�환경은�일정�

범위�안에서�유지되었다.�그러나� 2004년의�지구단위계획에서�용도복합을�

유도하고,�각종�상업�관련�시설을�권장하는�세부지침이�마련됨에�따라�주

거�감소�및�상업화가�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특히�초기�도시설계의�계획�



-�iii�-

단계에서부터�주거지�보존의�필요성을�언급하였으나�이와�관련된�세부지

침이�마련되지�못하였고,�낙후된�지역이었던�대상지를�활성화하기�위한�방

안이�필요했던�상황�등을�통해�권농동의�상업화�원인을�찾을�수�있었다.

또한�주요�문화재인�종묘에�인접한�지역으로서의�특수성을�고려하여,�재

개발�해제�이후�서순라길�일대에서�나타나는�변화에�주목하였다.� 순라길�

일대는�1960년대�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됨에�따라�일부�필지의�개발이�

불가능한�상황에�놓이게�되었는데,�이후�서울시가�해당�필지를�매입,�정비

함으로써�현재의�서순라길을�조성하게�되었다.�그�과정에서�순라길�일대의�

주거지가�대거�철거되었고,� 도로�개설�이후�차량통행이�가능해짐에�따라�

블록내�상업화에�상당한�영향을�준�것으로�판단된다.�현재�서울시는�서순

라길�주변을�권농동�일대의�도시재생�거점�공간으로�계획하고�있으며,�이

에�따라�서순라길�일대는�귀금속�공방�및�2층�한옥이�들어서는�등�이전과�

다른�새로운�장소성을�부여받게�되었다.

2010년�이후�나타나기�시작한�2층�한옥�또한�권농동�일대�도시�공간을�

구성하는�주요한�요소로�자리매김하였다.�이들�2층�한옥은�권농동�일대가�

한옥밀집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생겨난�변화로�볼�수�있는데,�한옥을�수

선�또는�신축�할�경우�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는�제도적�여건이�마련되

었고,�이후�지구단위계획의�재정비�과정에서�각종�인센티브�등을�통해�순

라길�일대의�한옥�신축을�적극적으로�유도하였기�때문이다.� 또한�건물의�

배치,�평면,�구조�등�여러�부분에서�기존�도시형�한옥과�구분되는�건축적�

특징을�보이며,� 건물�외관의�경우�현행�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기준을�

충실히�따르고�있다.�한옥밀집지역의�지정�범위와�관리�방식의�경우�도심

부�내�다른�한옥밀집지역인�인사동,�익선동과의�비교를�통해�권농동�일대

가�지닌�특성을�파악할�수�있었다.

위의�분석을�바탕으로�오늘날�지구단위계획에서의�용도�관리�문제.�문화

재와�그�주변�지역의�관계,�그리고�도심부�한옥밀집지역�관리와�관련된�이

슈를�도출해�낼�수�있었다.�우선,�도시계획을�수립함에�있어�더욱�체계적

인�용도�관리�방안이�요구되며,�특히�기존�용도의�보존과�관련된�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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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또한�도심부에�분포하는�주요�문화재의�주

변지역이�해당�문화재와�실질적으로�연계될�수�있는�관리�계획이�필요하

며,�한옥밀집지역�내�한옥�신축을�유도하는�과정에서�획일적인�한옥�건축�

에�대한�우려�또한�제기된다.�이�같은�문제인식은�비단�권농동�일대만이�

아닌,�도심부�내�다른�지역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이처럼�본�연구는�권농동의�사례를�통해�도심부�내�재개발�해제�지역에

서�나타나는�도시�공간의�변화를�추적하고,�각�현상의�배경과�원인을�분석

함으로써�지금까지�대상지에�적용되어�온�도시계획의�특성과�한계를�짚고

자�하였다.�또한�오늘날�서울�도심부의�한�부분인�재개발�해제�지역의�도

시�공간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향후�도심부�계획이�나아갈�방향을�논의

하기�위한�실증적�연구라는�측면에서�의의를�갖는다.

주요어�:�권농동,�봉익동,�도시재생,�역사도심,�2층�한옥,�한옥밀집지역

학��번�:�2016-2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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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구의�배경과�목적

서울의�도심부는�오랜�시간의�켜가�쌓인�공간이다.�그렇기에�현재�서울

시의�도심부�관리�방향은�한양도성�내부�지역의�역사적�특성에�초점을�맞

추고�있으며,�이는�2015년�수립된�도심부�관리�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

획’을�통해�확인할�수�있다.

그러나� 서울시�도심부� 계획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 도심부의�역사적�

특성을�고려하기� 이전의� 계획은�주로� ‘재개발�유도에�따른�낙후지역� 개

선’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특히�1966년�서울도시기본계획을�시작으로,�

초기에는�재개발을�중심으로�도심부를�관리하였으며,�이러한�계획의�기조

는�1980년대에�접어들어�아시안게임과�올림픽�등�국제행사를�준비하는�기

간까지�유지되었다.�

그러나�도심부�재개발이�주로�전면�철거�방식으로�진행되면서�기존�도

시조직의� 훼손과� 도심� 과밀화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는�

기존� 관리� 방식에� 대한� 여러� 비판1)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2000년�수립된�도심부�계획에서�구체화되었는데,�도심부가�독립적인�계획

단위로�다뤄짐과�동시에�개발과�보존의�조화를�주된�방향으로�설정2)하는�

등,�비로소�도심부가�지닌�역사적�특성을�고려한�계획이�수립되었다.�또한�

2000년�이후�수립된�도심부�계획에서의�변화를�살펴보면,�도심부만의�정

체성을�설정하기�위한�노력이�지난�20년�간�지속된�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주된�관리�대상이�되는�‘역사문화자원’의�범위를�점차�넓혀나갔는데,�

여기에는�주요�지정문화재와�한양도성,�한옥마을을�시작으로�현재는�도심

1) 기세황(2019)은�오래된�도시환경에�대한� ‘역사문화자산’의�개념이� 1990년�서울시도시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등장하였으며,� 이후�그�활용의� 대상과�분야가�점차�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기세황,�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나타난�오래된�도시�환경에�대한�태도�변

화」,�『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Vol.35�No.2,�2019)

2) 이�같은�시각�변화는�이범훈(2017)의�연구에서�확인할�수�있는데,�그는�2000년대�이후�

서울�도심부�계획에서�나타난�‘보전’�개념에�주목하였고,�관련�제도의�변화�및�보전�대상

이�다양화되는�과정을�다루었다.� (출처:�이범훈,�『서울�도심부�보전의�형성과�변화-2000년�

이후�도심부�관리�계획을�중심으로』,�박사학위,�서울시립대학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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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옛길과�물길,�도시평면�등이�함께�포함되었다.�

이러한�흐름�속에서�옛�도시조직,�도시형�한옥�등�역사적�켜를�지닌�일

부�지역의�중요성이�부각되었는데,�이들은�주로�도심부에서�재개발이�시행

되지�않은�곳3)에�해당된다.�특히�이러한�지역의�경우�도심부의�연속적인�

지가상승과�높은�밀도,�공간�부족�현상이�만들어�낸�개발압력을�끊임�없이�

받는�곳으로,�도시조직의�보존을�위한�적절한�대응책이�요구되는�곳이다.�

이에�서울시는�해당�지역의�도시조직과�역사문화자원을�효과적으로�관리

하기�위해�여러�도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즉,�대규모�개발이�빗겨간�도심부�내�‘재개발�해제�구역’은�그�동안의�도

시계획에서�나타나는�서울�도심부의�문제�인식�및�관리�방향의�변화를�확인�

할�수�있는�곳이다.�또한�2000년�이후�‘개발과�보존의�조화’를�거쳐�오늘

날� ‘역사자원의�보전과�활용’을�지향하고�있는,�역사문화자원과�관련된�서

울�도심부�관리�계획의�실효성을�확인할�수�있는�대표적인�사례다.�

이에�본�연구에서는�도심부�내�재개발이�시행되지�못한�지역�중�한�곳

인�권농동�일대를�사례로�선정하여,�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이�실제�도시�공

간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권농동�일대는�현�세운상가�위치인�종

묘�주변�지역과�함께�1966년�재개발�구역으로�지정되었으나,�사업성의�부

족,�슬럼화�문제�등으로�인해�장기간�개발이�지연되면서,�기존�도시조직이�

대부분�유지된�곳이다.� 1974년� 재개발�구역에서�해제된�이후,� 1980년대�

도시설계의�구상�단계에서부터�창덕궁,�종묘�등�주요�문화재와�밀집한�지

역이자�한옥주거�분포�지역으로�주목받게�되면서,�일찍이�주변�환경�및�역

사적�특성을�고려한�도시�계획이�수립되어�관리된�지역이다.�이러한�계획

상의�특징으로�인해,� 권농동�일대는�재개발이�해제된�지역의�도시계획과�

함께�주요�문화재�주변지역의�관리에�따른�도시�공간의�변화를�관찰할�수�

있는�곳이기도�하다.

따라서�시기별�도시계획을�바탕으로�권농동�일대에�적용된�도시공간의�

변화를�분석하는�일련의�과정은,�향후�서울�도심부�내�재개발�되지�않은�

3) 재개발�미시행�구역�또는�재개발�해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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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그리고�문화재�주변�지역의�관리�방향을�논하는�데�있어�중요한�밑

거름이�될�수�있다.�특히�‘개발압력에�대한�적절한�대응’과�함께�‘역사문

화자원의�보존·관리’를�추구하는�현행�도심부�관리�계획의�방향과�그�세

부�내용에�대해�비판적�시각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다음의�세부�목적을�갖는다.

첫째.�시기별�서울�도심부�관리�계획의�방향�변화를�짚고,�오늘날의�도

시계획에�있어�도심부�내�재개발이�이뤄지지�않은�지역의�중요성과�특수

성을�밝힌다.�초기�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현행�도심부�관리�계획에�이르기

까지,�상위�도시�계획을�중심으로�도심부를�다루는�서울시의�시각�변화를�

추적하며,�그�과정에서�조명된�도심부�내�역사문화자원�분포지역,�그중에

서도�재개발�되지�않은�지역의�가치에�주목한다.�

둘째.�도심부�내�재개발�해제�구역인�권농동�일대를�대상으로�선정,�시

간에�따른�도시�공간의�변화�과정을�추적하며,�그�켜가�쌓여�만들어낸�현

재의�특성을�밝힌다.�이를�위해�시기별�지도�자료와�건축물�대장�등을�분

석하여�권농동�일대의�가로,�필지,�건축물,�그리고�용도�분포의�변화를�다

루고,�각�요소들�사이의�상관관계를�분석한다.�

셋째.� 재개발� 해제� 이후� 권농동�일대�도시�공간에서�나타나는�변화의�

특성을�짚고,�그�배경과�원인을�밝힌다.�이를�위해�도시설계·지구단위계

획,�도새새쟁활성화계획�등�실천적�성격을�지닌�도시�계획의�내용을�집중

적으로�분석하며,�시기별�계획의�방향과�실제�도시�공간에서의�현상을�비

교한다.�이를�바탕으로�계획과�실제�사이에서�나타나는�차이와�모순을�밝

혀내고,�기존�도시�계획에서의�한계를�짚는다.�또한�종묘에�인접한�지역으

로서,�문화재�주변의�정비과정에서�나타나는�대상지�내�공간�변화의�특성

에�주목하며,�도심부�내�한옥밀집지역으로서�권농동�일대�도시�공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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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보편성과�특수성을�밝히고자�한다.

넷째.�현행�도심부�관리�계획인�‘역사도심�기본계획’의�방향에�비추어,�

도심부�내�재개발�해제�지역�및�역사문화자원�분포�지역에�적용되는�하위�

도시계획의�한계와�가능성을�짚는다.�나아가�향후�도심부�내�재개발�해제�

지역의�공간�변화를�예측하고,�이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관련�계획

의�개선�방향을�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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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범위와�방법

본� 연구는� 서울�도심부� 계획의� 시각� 변화를� 2장에서�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1966년�수립된�최초의�도시기본계획인�‘서울도시기본계획’부터�

현행�도심부�관리�계획인�‘2015�역사도심�기본계획’까지,�시기별�도시�계

획에서�나타나는�도심부�관리�방향과�시각의�변화를�살펴보며,�이를�바탕

으로�오늘날�도심부�내�재개발�해제�구역의�특수성과�중요성을�밝힌다.�그�

후�권농동�일대를�대표�사례로�선정,�대상지에�적용된�도시설계�및�지구단

위계획의�변화에�따라�시기를�구분하여�분석의�틀을�마련한다.�

3장에서는�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현황과�형성�과정을�추적한다.�시기

별�지형도와�지적도,�건축물�대장�등�시계열�자료를�바탕으로�권농동�일대

의�가로,�필지�및�건축물의�물리적�변화를�추적하며,�서울시�도시계획�자

료를�참고하여� 80년대� 이후� 대상지� 내� 용도의� 변화의� 양상을�분석한다.�

이를�바탕으로�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변화에서�나타나는�몇�가지�주목

할�만한�특징을�짚는다.�이때,�권농동�일대가�지닌�지리적�특성-종묘�주변�

지역,�돈화문로에�인접한�블록의�이면�지역-에�주목하며,�이로�인해�나타

나는�도시�공간의�특징을�중점적으로�다룬다.�또한�2010년�이후�서순라길�

일대에서�나타나는�2층�한옥에�주목하며,�그�등장�배경과�함께�기존�도시

형�한옥과�구분되는�특징을�밝히고자�한다.

3장에서�짚어낸�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특징을�바탕으로,� 4장에서는�

각�현상의�원인과�변화�과정에서의�특성을�밝힌다.�이를�위해�권농동�일대

에�적용된�하위�도시�계획을�중점적으로�다루며,�특히�건축물�단위의�실천

적�성격을�띠는�시기별�도시설계�및�지구단위계획의�상세�지침,�도시재생

활성화계획�등을�대상지의�변화와�연관지어�분석한다.�

우선,�시기별�도시�계획에서�제시하는�권농동�일대의�관리�방향과�실제�

도시�공간에서�발생하는�현상의�차이를�짚고�그�원인을�밝힌다.�종묘에�인

접한�대상지의�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문화재�주변�정비의�과정에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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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도시�공간의�변화를�추적한다.�특히�서순라길을�중심으로�나타나는�

권농동�일대의�물리적,�기능적�변화와�함께,�최근�10년간�기존�도시형�한

옥과�다른�형태의�‘권농동형�2층�한옥’이�등장한�배경을�추적,�분석한다.

5장에서는�현행�도심부�계획에서�제시하는�역사문화자원�분포지역의�관

리�방향에�비추어,�현재�권농동�일대에�적용되는�도시�계획의�한계와�가능

성을�논한다.�끝으로�향후�서울�도심부�공간의�변화를�예측하고,�미래상에�

대해�고찰하는�것으로�연구를�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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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서울�도심부�계획의�변화와�권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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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서울�도심부�계획의�변화와�오래된�도시�공간

2.1.1�시기별�도심부�관리�계획의�방향�변화� :� ‘재개발지

역’에서�‘역사도심’으로

①�1966,�『서울도시기본계획』�:�개조,�개량,�재개발�필요�지역

해방� 이후� 최초로� 수립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으로,� 1960년대� 당시�

중심업무지구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었던�도심부�지역에�대한�인식을�

확인�할�수�있다.�

그림� 1 1966년�도시재개발계획도� (출처:� 『서울도시기본계

획』,�서울특별시,�1966)�

우선,�주요�간선도로의�주변을�제외한�대부분의�도심부�지역이�단층�건

물과�주택이�밀집된�기성시가지의�특성을�지니고�있어,�현대적�도시의�기

능을�수행하기에�명확한�한계가�있다고�판단하였다.�무질서한�가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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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녹지와�더불어�사실상의�수용능력이�부족한�과밀�상태를�주요�문

제로�지적하였고,�높은지가,�세분화된�토지로�인해�도심부의�입체화가�더

디게�진행되고�있음을�강조하였다.�토지이용을�고도화하기�위해�도심부를�

개조지구,�개량지구,�재개발지구�등으로�구분하였으며,�이�같은�인식과�계

획�방향은�1970년대까지�유지되었다.

②�1980,�『서울시�도시기본계획(안)』�:�간선가로�중심의�재개발�유도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아시안게임�올림픽�등�주요�국제�행사를�계기

로�서울의�현대화된�면모를�국제사회에�보여주는�것이�국가적�과제가�되

었고,�단시간�내에�이를�달성할�수�있는�수단으로서�도심재개발사업이�주

목받게�되었다.�

그림�2 도심부�재개발사업지역�기정현황�및�계획� (출처:� 『서울시�도시기본계획(안)』,�서울

특별시,�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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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울시는�도심재개발�5개년�계획을�수립하고�주요간선도로를�따라�

중점정비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제1순환선� 내부전역과� 동대문,� 신설동,�

상왕십리,�을지로6가를�잇는�구역에�해당되며,�당시�도심부�재개발�계획은�

전�구역에�대한�용적률과�건폐율의�일률적인�적용을�지양하고�재개발�활

성화�위한�용적률과�건폐율의�보너스제�도입을�주요�방향으로�설정하였다.

재개발에�의하여�증가되는�건물고층부의�일정비율을�아파트로�하는�주

거복합에�대한�구상이�나타났으며,�간선가로�주변은�대규모�재개발을�원칙

으로�하였으나�블록�내부는�소규모�재개발을�허용하였다.

③�1997,�『2011�서울도시기본계획』�:�도심형�산업과�역사적�환경에�주목

1997년�수립된�도시기본계획에서는�종로구,�중구,�용산구를�합한�도심�생

활권을�정치,�경제,�행정의�중심지역으로�바라보았다.�도심재개발이�시행되지�

않은�저층,�조밀상업지대에�분포한�도심형�산업에�주목하였으며,�인쇄·의류�

등�도심형�산업이�특화된�곳에�대한�계획적�정비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또한�역사적�환경�및�보전가치가�있는�주변지역에�대해�개발�규모를�규

제하고자�하였다.�이에�정비과제별�유형화�및�밀도규제�재편�등을�통하여�

도심부의�보전과�정비에�대한�계획을�수립,�역사�환경의�보전과�도심부�재

활성화,�도심부의�체계적�정비를�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추가적으로,�역사도시로서�서울이�가진�경관적�특성을�고려한�‘역사경관

계획’을�수립하였다.�특히�문화재보호법에�의해�문화재�자체의�보존�위주

로만�관리되고�있었던�기존의�역사경관의�한계를�지적하며,�주변지역과�연

계된�조화로운�경관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이에�따른�정비시책으로,�주

요�문화재�주변을�경관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건물의�고도�및�규모�등을�

규제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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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00,� 『서울�도심부�관리�기본계획』� :�독립적인�계획�단위,�개발과�

보존의�조화

사대문안� 도심부를� 독립적인� 계획단위로� 고려하고,� 관리방향을� 별도로�

설정한�최초의�계획으로,�재개발에�대한�인식�변화를�바탕으로�‘개발과�보

존의�조화’를�도심부�관리의�기본�방향으로�삼았다.�특히�재개발에�따른�

문화유산의�훼손�문제�지적하였으며,�개별적인�건축을�활성화하되�도심특

성을�훼손하는�개발은�철저히�관리해�나간다는�방침을�제시하였다.�규제를�

통해�도심부를�관리하던�기존�시책에서�탈피하여,�적극적인�정비사업을�통

해�도심부의�갱신을�촉진시키는�전략을�채택하였다.

또한�사대문�안�도심부가�경제적인�활력을�유지하면서도�도심특유의�역

사,�문화,�매력을�지켜나가는�것을�골자로�하였다.�인사동,�북촌�등�일부�지

역에�대한�철거재개발을�제한하였으며,�멸실유적의�표시,�역사탐방로의�조

성,�한옥마을�보존,�스카이라인�관리4)를�통해�도심부의�역사성을�보존하고

자�하였다.�비록�비법정�계획이라는�특성으로�인해�많은�한계가�있었으나,�

서울시는�도심부에�관련된�의사�결정의�준거로서�본�계획을�활용하였다.�

⑤�2004,�『청계천�복원에�따른�도심부�발전계획』�:�청계천�주변�관리

2004년,�서울시는�도심부를�관통하는�고가도로를�철거하고�복개된�청개

천을�복원하면서� 2000년�작성된�도심부�계획을�수정·보완하였다.� 2000

년�작성된�도심부�관리�기본계획을�수정�및�보완하기�위한�것으로,� ‘청계

천�복원’이라는�도심부�여건변화에�의해�다시�수립되었다.�여전히�비법정�

계획의�성격을�지니고�있었으나,�도심부�관리에�대한�정책의�일관성을�확

보하기�위해�수립되었다.� 사대문안�도심부�중�상업지역으로�지정된�곳과�

4) 덕수궁,�종묘주변의�최고높이를�30m로�설정하는�등�도심부�전체�지역을�대상으로�최고

높이를�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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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주변지역을�대상으로�하였으며5),�기존계획의�정책방향을�유지하였

다.� 따라서�종전의�계획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며,� 청계천�주변�지역에�

대한�관리�계획이�주를�이룬다.�또한�‘사대문안�문화거점�조성�사업’을�제

시하였는데,�정동,�북촌,�대학로,�돈화문길�등�7개�문화거점을�조성하여�도

보관광�및� 역사탐방,� 쇼핑노선�등을�마련해�관광자원으로�적극�활용하기�

위한�계획이었다.

그림�3 도심부� 7대권역�문화거점�계획� (출처:� 『청계천�복원에�따

른�도심부�발전계획』,�서울특별시,�2004)

⑥�2015,�『역사도심�기본계획』�:�지역별,�역사문화자원별�관리

2012년6)과�2015년,�두�단계에�걸쳐�수립된�도심부�관리�계획으로,�한양

도성을�포함한�기존�도심부�지역을�역사문화�중심지로�설정하여� ‘역사도

심’으로�명명하였다.�또한�도심부의�역사성과�정체성을�살리기�위한�기존�

계획의�한계를�지적하며,� ‘역사문화도심’으로서�사대문�안�도심부�위상의�

5) 도심�내�사적으로는�경희궁,�덕수궁,�종묘�일대가�여기에�포함된다.�

6) 『서울�사대문안�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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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주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심부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구역의�현황을�파악,�미래상과�계획과제를�설정하였으며,�다시�하위�18

개�구역으로�세분화�하여�단위�공간별�역사문화자원�관리지침,� 공공부문�

지침,�민간부문�지침을�별도로�수립하였다.�

또한�본�계획은�그�범위가�기존의�경관계획�단계에서�머무르지�않는다

는�특징이�있는데,� 특히�역사문화자원과�관련된�관리�계획을�최우선으로�

두어7),� 기존�지정�문화재의�보존뿐만�아니라�문화재보호법에서�보호하지�

않는�도시�내�집단적인�역사자원을�발굴·보존하고자�하였다.�또한�문화재

의� 복원·정비·활용� 계획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하위�도시계획까지의�연계를�고려하였다.

그림�4 사대문안�도시관리구역�중�종묘�동측구역�현황�(출처:�『서울�사

대문안�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2,�저자�재작성)

7) 「핵심이슈별�계획�–�01.�삶의�흔적이�쌓여�역사가�되는�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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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절에서는�1966년�수립된�최초의�도시기본계획을�시작으로�현행�도심

부�계획에�이르기까지의�변화�과정을�살펴보았다,�특히,�계획�초기�개조·

개량·재개발이�필요한�지역으로�여겨졌던�도심부가�오늘날�‘역사도심’으

로�인식되기�까지,�도심부의�역사문화환경에�대한�시각�변화를�확인할�수�

있었다.�아래�표�1을�통해�시기별�도시계획에서�수립한�도심부�관리�방향

의�변화를�정리·비교하였다.

1966년 1980년 1997년 2000년 2004년 2015년(현행)

서울도시기본

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11�

서울도시기본

계획

서울�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청계천�복원에�

따른�도심부�

발전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기

본

방

향

·개조,�개량,�

재개발지구�

·국제행사에�

대비한�

재개발지역

·무질서한�

시가지�개발�

방지,�역사적�

환경의�보호

·도심부의�

역사성�보존,�

개발과�보존의�

조화

·기존�계획의�

정책�방향�

유지

·역사성과�

정체성을�살린�

역사도심

주

요

내

용

·도심부를�

무질서하고�

수용능력이�

부족한�

과밀지역으로�

인식

·간선가로�

주변은�대규모�

재개발,�

가구내부는�

소규모�재개발�

유도

·기성�시가지의�

보전과�정비에�

대한�계회�

수립

·도심형�산업�

내실화�필요

·역사경관�계획�

수립

·도심특성을�

살리는�개발�

유도

·정체성을�

지키는�역사�

문화환경�조성

·지역별�특성에�

따른�관리

·사대문안�

역사문화성�

회복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계획적�

관리

·사대문�안을�

특성에�따라�

18개�구역으로�

나누어�현황�

파악

·지역별,�

주체별�세부�

관리지침�및�

집행계획�수립

비

고

·최초로�수립된�

실질적인�

마스터플랜

·제1순환선�

내부와�신설동,�

상왕십리,�

을지로6가를�

잇는�구역

·종로구,�중구,�

용산구를�합한�

도심�생활권

·도심부를�

바라보는�시각�

변화

·최초로�수립된�

독립적인�

단위의�도심부�

계획

·도심생활권계

획의�역할�

동시�수행

표�1 시기별�도심부�관리�방향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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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현행� 도심부� 계획의� 방향에서� 바라본� 재개발� 되지�

않은�지역의�중요성

앞의�내용을�통해,� 1966년�도시기본계획의�수립�이후�도심부를�바라보

는�시각과�관리�방향의�변화에�대해�알�수�있었다.�특히�계획�초기에는�도

심부를�개조,�개량,�재개발이�필요한�지역으로�여겼다면,�1990년대를�기점

으로�인식의�전환이�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었다.�이�시기에�도심형�

산업,�역사경관�등의�중요성이�부각되었으며,�도심부�계획이�도시기본계획

과�분리되어�독립적인�단위�계획으로�수립된�2000년�이후에는�도심부�내�

역사문화자원의�현황을�파악하여�문화재�이외의�역사적�가치를�지닌�요소

들에게도�주목하기�시작하였다.�

특히�현행�도심부�계획을�살펴보면,�역사문화자원이�다수�분포�하는�지

역의�중요성이�이전에�비해�확연히�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8) 또한�여

기서�주목할�점은,�역사문화자원이�다수�분포한�지역(그림�6)은�주로�기존�

도심부�중�재개발�되지�않은�곳(그림�5)9)에�해당된다는�것이다.�그�중에서

도� 그림� 7에서� 나타나는� 돈화문로주변,� 관철지구,� 관수동지역,� 충무지역�

등은�옛�도시평면을�지닌�곳으로,�현행�도심부�계획에서는�이를�역사문화

자원으로�인식,� 보존�가치와�활용�가능성에�대해�주목하고�있다.� 따라서�

현행�도심부�계획의�관점에서�볼�때,�재개발�되지�않은�지역은�도심부의�

역사성을�살리기�위한�기회요소가�풍부하다고�볼�수�있으며,�향후�‘역사도

심’의�정체성을�드러낼�수�있는�대표�지역으로�판단된다.

그러나�재개발�되지�않은�지역은�대체로�낙후된�환경을�지니고�있기�때

문에10),� 기존�도시조직의�보전을�위협하는�개발압력이�항상�존재하는�곳

8) 2015년�수립된�『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는�‘역사자원의�보전과�할용을�통한�도심�활성

화’를�계획의�주된�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9) 황민진(2016)은�서울의�도심부가�기존�한양의�공간에서�재개발�및�그와�유사한�방식으

로�인해�현재의�구조와�형태로�변하였다고�보았으며,�그�변화의�정도를�블록�단위로�분석

하였다.� (출처:� 『서울�도심부�공간�변화와�북창동� :�계획과�실재의�차이에�관한�연구』,�석

사학위,�서울대학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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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1) 현행�도심부�계획에�따르면,�도심부�내�역사문화자원이�개발논리

에�밀려�제대로�평가받지도�못한�채�무분별하게�철거되고,�멸실되는�상황

을�도심부�관리에�있어�주된�위협요소로�바라보고�있다.

그림�5 서울�도심부�공간의�재개발/소규모�필지�

및�건물�지역�(출처:�황민진,�『서울�도심부�공간�

변화와�북창동�:�계획과�실재의�차이에�관한�연

구』,�석사학위,�서울대학교,�2016,�저자�재작성)

그림�6 도심부�역사문화자원의�현황�(출처:�

『역사도심�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5)

또한�재개발�되지�않은�지역의�경우�도심부에�입지하는�특성상,�물리적,�

기능적�변화에�대한�요구가�크게�나타난다.� 일례로,� 선행�연구12)를�통해�

1999년�이후�관수동�일대13)의�변화를�살펴보면,�주변�맥락을�고려하지�않

10) 재개발�구역으로�지정된�대상지�내�건축물의�경우�신축·증축�활동�및�부동산�거래가�

제한됨에�따라�노후화가�진행되며,�이는�재개발이�장기간�지연됨에�따라�슬럼화의�요인이�

된다.

11) 김기호(2015)에�따르면,�어느�도시나�재개발을�시행해야�한다고�생각하는�도심지는�그�

도시의�오랜�발전과�변화를�드러내는�역사적�장소와�건조물을�가장�많이�보유한�곳에�해당

된다.� (출처:�김기호,� 『역사도심서울�:�개발에서�재생으로』,�도서출판�한울,� 2015)�이�같은�

해석은�비록�재개발이�해제되었으나�여전히�도심부�내�낙후지역으로�분류,�활성화가�요구

되는�지역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다.

12) 성진욱,�『도시형태�요소를�고려한�소단위�정비기법�도입에�관한�연구』,�석사학위,�중앙

대학교,�2011

13) 현행�도심부�계획에서는�본�연구의�대상지인�권농동�일대(돈화문로�주변)와�함께,�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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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대규모�개발로�인해�블록�내부의�기존�도시조직�체계가�깨지거나,�합필�

또는�분필에�의한�변화가�크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표�2).�뿐만�아

니라�절반이�넘는�지역에서�기존의�업종과�다른,�이질적인�용도가�생겨났

으며,� 이러한�변화는�주변�블록과�닿아있는�지역에서�활발하게�나타나는�

것을�알�수�있다,�이러한�이유로,�현행�도심부�계획에서는�관수동�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인�옛�길,�옛�물길�등의�도시평면을�보존하고,�동시에�적절한�

개발�규모를�유도하는�방향으로�공간�관리�지침을�제시하고�있다.14)

그림�7 구도심�내�시대별�대표�도시평면의�분포.�

그림� 5과�비교했을�때,�조선시대�이전의�도시평

면이�남아있는�돈화문로�주변와�관수동�지역,�그

리고�세운상가�주변은�기존�도심부에서�재개발이�

진행�되지�않은�곳에�해당한다.�(출처:�『역사도심�

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5,�저자�재작성)

1999년 2009년

도

로�

변

화

필

지

변

화

표�2 관수동�일대�도로�확장�및�합필에�

의한�기존�도시조직의�변화� (출처:�성진

욱,� 『도시형태�요소를�고려한�소단위�정

비기법�도입에�관한�연구』,�석사학위,�중

앙대학교,�2011,�저자�재작성)

이처럼�현행�도심부�계획의�방향에�비춰볼�때,�도심부�내�재개발�되지�

부�내�조선시대�도시평면을�지닌�대표�사례로�선정하였다.�(출처:�『역사도심�기본계획』,�서

울특별시,�2015)

14) ①대지규모:�기존�도시조직의�유지를�위해�합필�제어를�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

기존�도시조직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최대개발규모�설정.�②배치:�현재의�도로경계를�

기준으로�건축�및�담장지정선�계획�③지형,�도로�여건에�따라�주차장설치기준�완화�④옛�

길을�따라�1층�점포의�주출입구를�개방적으로�조성�(참고:�『역사도심�기본계획』,�서울특별

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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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지역은�옛�도시조직의�흔적을�간직한�곳으로서,�역사문화자산이�풍부

하게�분포한�곳이자�동시에�이를�위협하는�개발압력이�지속적으로�존재하

는�곳이다.�따라서�‘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개발압력에�따른�변화’�사이

의�적절한�관리�계획이�요구되는�대표�지역으로,�현행�도심부�계획에서�제

시한� ‘역사도심’의�정체성을�가꾸어�나가는�데�있어�가장�중요하게�관리

되어야�할�지역이라�볼�수�있다.�그렇기에�향후�도시�계획을�수립함에�있

어,�철거와�개발의�대상만으로�재개발�해제�지역을�다뤄온�기존의�계획과

는�다른�방식의�접근을�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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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종로구�권농동�일대의�도시계획

2.2.1�대상지�개요

앞서�분석한�서울�도심부�계획의�방향�변화를�바탕으로,�본�연구는�도심

부�내�재개발�되지�않은�지역�중�한�곳을�선정하여�시기별�적용된�도시계

획의�실제를�확인하고자�한다.�이를�위해�종로구�권농동�일대를�분석의�대

상으로�선정하였으며,�행정구역상�권농동�전역과�봉익동�북측�일부�지역에�

해당된다.(그림�8�참고)�

그림�8 연구�대상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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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북측�율곡로와�남측�돈화문로10길에�의해�주변과�블록과�분리

되어�있으며,�동측으로는�서순라길을�사이에�두고�종묘의�서측�담장과�마

주하고�있다.�돈화문로를�중심으로�하는�와룡동,�묘동15) 지역과는�블록�내

부의�복개도로인�율곡로10길에�의해�구분된다.�

그림�9 근대�이전�지도에서�나타나는�권농동�일대�(좌:�도성대지도,�18세기�후반�중:�경성

부시가강계도,� 1914년�우:�대경성전도,� 1936년,�출처:� 『서울지도』,�서울역사박물관,�2006,�

저자�재작성)

대상지�주변에�위치한�돈화문로는�조선시대�초기에�형성되어�이후에도�

그�윤곽을�유지한�것으로�추정16)되며,�창덕궁과�종로를�잇는�주요�도로로

서�경복궁�앞�육조거리와�함께�여러�행정관청이�입지한�도성�내�중심�공

간�역할을�하였다.�광복�이후에도�돈화문로의�폭은�거의�유지되었고,�주변�

블록�내부의�샛길,�피맛길�또한�위�지도에서도�볼�수�있듯�옛�형태가�대부

분�남아있다.�조선시대에는�양반이나�행정관서�관리의�주거지가�형성되었

15) 해당�지역의�경우�권농동�일대와�인접하여�하나의�블록으로�묶일�수도�있으나,�재개발�

해제�직후인�1988년�도시설계에서부터�돈화문로�주변과�블록�내부를�이원화하여�관리하기�

시작하였다.�이후�돈화문로�주변이�우선적으로�개발되면서�두�지역은�서로�다른�물리적·

기능적�특성을�지니게�되었고,�현행�지구단위계획에서도�이�같은�기조를�유지하고�있어�본�

연구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16) 1412년�태종은�도성�안에�행랑을�건설하면서�돈화문�앞에서�남쪽으로�뻗은�길�좌우에�

행랑이�늘어선�가로를�만들었다.�태종이�만든�돈화문�앞길은�이후에�어떻게�유지,�관리가�

되었을지�잘�알�수는�없지만�가로의�윤곽이�크게�달라지지�않고� 18세기까지�이어왔다고�

추측된다.�(출처:�김동욱,�『서울의�다섯�궁궐과�그�앞길』,�도서출판�집,�2017)



-�23�-

던�곳으로,� 이러한�주거�용도는�현재에도�일부�남아있는�곳이�존재한다.���

대상지�내에�속한�봉익동�북측�블록의�경우�1980년대�종묘�광장이�조성

되면서�귀금속�관련�업종이�이곳으로�이전해왔으며,�현재까지�귀금속�산업�

클러스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측에� 인접한� 봉익동� 블록과� 함께,�

2000년대�이후�전국�최대의�귀금속�산업�집적지로�성장하여�귀금속의�생

산에서부터�유통,�판매에�이르는�종합적인�산업군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

나타난다.17)

2.2.2�도심부�내�재개발�해제�지역,�권농동�일대의�특성

앞서�분석한�서울�도심부�계획의�방향�변화를�바탕으로�볼�때,�오늘날의�

권농동�일대는�도심부�내�재개발�되지�않은�지역으로서�다음과�같은�특성

을�갖는다.

첫째.�풍부한�역사문화자원을�바탕으로�다양한�기회요소를�지니고�있다.�

재개발,�또는�이와�유사한�방식의�개발이�이뤄지지�않은�권농동�일대의�경

우,� 일찍이�도시계획을�수립함에�있어�종묘와�창덕궁의�주변�지역이라는�

입지적�특성이�고려되었다.�여기에�1980년대�이후�권농동�일대�한옥�주거

지에�대한�보존�인식이�생겨나면서18),�대상지�내�도시조직을�유지하는�것

에�대한�당위성을�얻게�되었다.�그로�인해�1988년�도시설계가�적용된�이

후에도�간선가로인�돈화문로�주변�및�봉익동�남측�블록과는�구별되는,�독

립적인�관리�방식으로�계획되었고,�그�결과�필지,�가로,�한옥�등�옛�도시

조직의�상당부분을�유지할�수�있었다.�

특히�2010년대�이후,�현행�도심부�관리�계획에�의해�돈화문로와�피맛길

이�주요�역사문화자원으로�인정되었고,�귀금속�산업�밀집에�따른�개발진흥

17) 『창덕궁�앞�도성한복판�도시재생활성화계획�보고서』,�서울특별시,�2018

18) 그러나�당시에는�한옥�밀집�지구�자체의�가치를�인정받았기보다는,�재개발�미시행지구�

+�주거지라는�이점을�살려�종묘�주변의�분위기를�특정한�방향으로�조성하기�위한�조치였

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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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지정되는�등,�오늘날의�권농동�일대는�여러�기회�요소와�잠재력을�

지닌�역사적�장소로�조명�받고�있다.�또한�종묘�담장에�인접한�서순라길이�

위치한�곳으로,�현행�도심부�계획에서의�주요�과제인�‘역사문화자원과�연

계한�주변지역�관리’의�실제를�확인할�수�있는�지역이기도�하다.

그림� 10 권농동� 일대� 역사문화자원의�현황�

(출처:� 『역사도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15,�저자�재작성)

둘째.�여전히�낙후된�환경으로�인해�지속적인�개발압력이�존재하는�곳이

다.�권농동�일대는� 1960년대�추진된�재개발�계획이�장기간�지연·무산되

는�과정을�거치면서,�블록�내부의�물리적�환경이�급격히�악화되었다.�이는�

근대�이전부터�주거�밀도가�높았고,�상대적으로�주요�간선도로�및�타�블록

과의�접근성이�낮았던�권농동�일대의�특성상,�재개발�지구로서의�사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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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것을�주요�원인으로�볼�수�있다.�

재개발이�해제된�이후,�도시설계를�수립하는�과정에서는�기존�도시조직

을�보존하는�방향으로�관리�방향이�설정되었다.�이러한�방향은�오늘날까지

도�이어지고�있으며,�그로�인해�권농동�일대는�여전히�낮은�밀도와�노후화

된�건축물을�지니고�있는�지역으로�남게�되었다.�그러나�최근�돈화문로�일

대와�봉익동�귀금속�거리�등�주변�지역이�개발되고�상업화되는�등,�여러�

외부�요인이�작용하면서�권농동�일대는�개발압력이�점차�높아지는�상황에�

놓이게�되었다.�또한�대상지�내�분포하는�한옥�등�역사문화자산의�가치가�

조명되고�상업화가�지속됨에�따라,�지가상승�및�젠트리피케이션에�대한�우

려�역시�커지고�있다.�

이처럼�오늘날의�권농동�일대는�개발압력에�대응하는�공간�관리의�문제

와�함께�역사문화자원의�보존�문제가�공존하는�곳으로,�개발과�보존이�조

화를�이루는�적절한�관리�방향이�요구된다.�또한�이러한�문제�인식은�서울

의�도심부�내�다른�재개발�해제�지역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사항

으로,�본�연구에서는�권농동의�사례를�세부적으로�분석함으로써�도심부의�

적절한�관리�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2.3�하위�도시계획의�방향�변화에�따른�시기�구분

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특성을�정확히�파악하고�향후의�변화를�예측하

기�위해,�먼저�현재의�권농동이�형성되기까지의�과정을�시기별�도시계획의�

변화와�함께�살펴�볼�필요가�있다.�본�연구에서는�권농동�일대에�적용된�

도시설계�및�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등�하위�도시계획을�통해�

그�변화를�추적한다.� 특히�도시설계와�지구단위계획의�경우�해당�지역의�

용도관리에서� 시작해�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을�다루므로,�도시�공간의�변화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주는�계획

이라�볼�수�있다.�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재개발�해제�이후�권농동�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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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적용된�도시설계�및�지구단위계획의�변화를�기준으로�시기를�구분한다.�

또한� 시기별�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문제� 인식과� 계획� 방향을� 참고하여�

대상지�내�공간�변화의�원인을�밝히고자�한다.

①�1기:�1980년대�이전,�재개발�되지�않은�도심부�내�낙후�지역

1966년,�최초로�수립된�도시기본계획에�의해�종묘�주변지역에�속해�있

던�권농동�일대는�종로�남측�소개공지�일대(현�세운상가)와�함께� ‘구도심�

내�재개발지구’로�지정되었다(그림� 11).19) 도시기본계획에�기록된�내용을�

살펴보면,�당시�이�지역은�중심시가지에서�가장�불량주택이�밀집한�곳이었

으며,�기존�계획도로의�확장만으로는�현대적�도시로의�발전이�불가능하다

고�판단되는�곳이었다.20)

그림� 11 1966년�도시재개발계획도� (출처:�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1966)�

그림� 12 재개발�해제지구�위치도� (출처:�

「서울市� 20개� 再開發지구� 全面解除」,�

『경향신문』,�1974.3.27)

19) 서울정책아카이브,�『세운상가�조성계획:�세운상가�건립과�재생』

2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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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종로�남측�소개공지�일대의�무허가�건물을�철거한�자리에�세운

상가가�건립되면서�재개발이�진행되었다.�그러나�권농동�일대를�포함한�종

묘�주변�지역의�경우�각종�특혜를�주는�등�별도의�계획을�마련하였음에도�

정비나�재개발은�실행되지�못하였고21),� 오랜�기간�동안�건축행위가�제한

되면서�사유재산권�침해,�슬럼화로�인한�문제가�제기되었다22).�결국�재개

발�사업의�가능성과�실효성을�고려하여�1974년�재개발지구에서�제외(그림

12)되었고,�이후�1984년�도시기본계획(그림�13)에서도�볼�수�있듯,�권농동�

일대의�관리�계획은� ‘보존�내지�소규모�정비’�방식을�적용하는�방향으로�

바뀌게�되었다.

그림� 13 도심부�재개발사업구역�현황�및�계획� (출처:� 『도시기본

계획』,�서울특별시,�1984)

②�2기:�1988년�이후,�율곡로·대학로�도시설계구역�지정

1980년대에�들어서면서,� 건축법�개정을�통해�도시설계제도가�도입되었

21) 심경미,�『20세기�종로의�도시계획과�도시조직�변화』,�석사학위,�서울시립대학교,�2010

22) 「서울市�20개�再開發지구�全面解除」,�『경향신문』,�1974.3.27



-�28�-

다.�이는�기존의�용도지역·지구제에서�놓칠�수밖에�없었던,�지구�단위의�

개별적인�특성을�고려하여�상세�계획을�수립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

었다.23) 특히�도시설계의�주된�목적은�간선가로변의�미관�개선이었기�때

문에,�규제�내용은�주로�대지�내�공지,�건축물의�높이,�건축선�등�시각적�

질서와�개발�규모에�관련된�것이었다.�권농동�일대의�경우�도심부의�주요�

간선도로인�돈화문로,�율곡로에�인접한�지역이었기에�1980년대�중반에�들

어서면서�도시설계의�대상에�포함되었고,�이는�두�차례의�계획을�통해�구

체화되었다.�

표�3 도시설계�제도의�주요�연혁�(출처:�『서울�도시계획�연혁』,�서울

특별시,�2016)

23) 『서울�도시계획�연혁』,�서울특별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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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계획은�1983년�2월에�작성된�『서울특별시�주요간선도로변�도시

설계』이며,�당시�종묘�주변의�노후·불량�주거지였던�권농동�일대에�대한�

인식과�구체적인�문제들을�최초로�확인할�수�있다.�당시�권농동�일대는�소

규모�주거용�한옥이�대부분을�차지하는�곳으로,�정육점,�슈퍼마켓,�미용실�

및�식료품�가게가�함께�밀집하여�주거지의�중심을�이루고�있었다.�대체로�

양호한�환경을�지니는�곳이었으나,�일부�지역의�골목을�따라�식당,�여관,�

유흥음식점�등이�분포하여�주거�기능이�침식당하고�있는�상황이었다.�여기

에�정비�불량으로�인해�악화되고�있는�건물의�외관과�골목�환경이�주된�

문제로�지적되면서,�당시�계획에서는�주택가�환경을�정비하고,�일부�지역

을�‘보전지구’로�계획하는�방향을�제시하였다.

그림� 14 종묘�주변�기본구상도� (출처:� 『서울특별시�주요간선도로변�도시

설계』,�서을특별시,�1983,�저자�재작성)

두�번째�계획은�1985년에�작성된�『율곡로�대학로�도시설계』이다.�1983

년의�계획을�보완하는�성격을�지니며,�권농동�일대에�대한�보다�구체적인�

지침이�제시되었다.� 마찬가지로�권농동�일대의�노후�건물들을�종묘�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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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보았으며,�종묘와의�경관적�조화를�도모하

고�한옥주거지�보존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특히,�당시�급증하는�대규모�행사24)에�대비한�전통적,�문화적�명소가�될�

수�있는�도시환경을�만드는�데�주목적을�두면서,�공간�계획에�있어�블록의�

이원적�특성-가로변25)의�상가와�가구�내�주택지-을�유지하는�방향을�제시

하였다.�이에�따라�미관증진,�가로환경�정비를�위주로�하는�돈화문로�주변

과�달리�권농동�일대는�소규모�개발을�지향하고,�전통적�공간구조를�유지

하는�방향으로�구상되었다.

그림�15 돈화문로�도시설계구상.�권농동�일대는�‘보존구역’,�‘내부한옥군’

에�해당한다.�(출처:�『율곡로�대학로�도시설계』,�서울특별시,�1985)

앞의�두�도시설계를�바탕으로,�권농동�일대는�1988년�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26),�이후�‘도시설계�공고�이후�5년�이상�경과한�지역27)’을�재

정비�대상에�포함시키는�건축법상의�규정에�따라�한�차례�검토�대상에�포

함되었다.�그러나� 1995년� 5월,�재정비가�불필요한�지역인�것으로�결정28)

됨에�따라�2004년까지�본�계획의�방향이�유지되었다.29)

24) 1989년�아시안게임과�1988년�올림픽

25) 돈화문로를�지칭한다.

26) 1988년�8월�26일,�서울특별시�공고�제596호�

27) 또는� 5년이�경과되지�아니하여도�급격한�지역여건�변화로�재정비가�필요한�지구� (출

처:�『서울시�도시설계�시행지침도』,�서울특별시,�1998)

28) 『서울시�도시설계�시행지침도』,�서울특별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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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역별�설계수법의�구분.�돈화문로�주변(정비)과�블록내부(보전)로�이원화된�

양상을�보인다.�(출처:�『율곡로�대학로�도시설계』,�서울특별시,�1985,�저자�재작성)

③�3기:�2004년�이후,�돈화문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

1988년�권농동�일대에�지정된�도시설계구역은�관련�제도의�변화에�따라�

1994년� 도시계획법30)에� 의한� ‘돈화문로� 도시설계지구’로� 재분류되었고,�

2000년�1월�‘돈화문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2004

년� 10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은� 처음�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6년�만에�재정비를�거치게�된다.

2004년의�계획을�살펴보면,�이전�도시설계와�같이�블록�이면부의�슬럼

화에�대한�문제가�여전히�제기되고�있었다.�또한�역사적�상징가로로서�돈

화문로가�지닌�특성을�강조하며,�이를�유지하기�위한�방안으로�기존�도시

조직에�대한�보존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29) 현행�지구단위계획�또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도시·군�관리계

획으로�결정됨에�따라�5년마다�재검토�대상이�된다.�

30) 이전에는�건축법에�의해�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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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5.11.�도시계획법상�지구지정�내�도시설계지구�신설

-1991.5.31.�건축법상�도시설계에�대한�장�신설

-1994.6.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에� 따라� ‘돈화문로�

도시설계지구’로�변경�결정�:�종전�건축법에�의해�지정된�도

시설계구역을�도시계획법에�따른�용도지구�중�도시설계지구

로�변경

-2000.1.28.�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도시계획법상�상세계획�제도와�건축법상�도시설계�통

합)31),�이후�‘돈화문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명칭�변경

-2004.1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09호에�따라�돈화문

로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

표� 4 종전� 도시설계� 제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의� 변화�

과정� (출처:� 『서울�도시계획�연혁』,�서울특별시,�2016,�저

자�재작성)

특히�봉익동,�순라길�주변에�위치한�한옥의�심각한�훼손상태를�지적(그

림� 17),�한옥�주거지�환경�보호의�필요성�언급하였는데,�이는� 1988년�수

립된�도시설계의�내용과�비교했을�때�한옥주거지�보존이라는�기존�계획의�

기조를�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건축물의�높이와�건폐율�관리에�한정된�기존�지구단위계획의�문제

점을�지적하였고,�종묘와�인접한�순라길�주변의�경우�확장�공사�이후�과소�

필지가�생겨남에�따라�주거�부적합�용도의�입지가�가속화�되는�상황을�지

적하면서�구체적인�용도�관리�방안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31) 『서울�도시계획�연혁』,�서울특별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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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2004년�당시�권농동�일대�한옥의�현황�(출처:�『돈화문로�제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도서』,�

서울특별시,�2004,�저자�재작성)

본�지구단위계획에서의�기본�구상은�다음과�같다.�첫째,�대상지�내�건축

물의�입면�기준을�제시하고,�높이�제한�등을�통해�주요�문화재인�종묘,�창

덕궁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관리한다.� 둘째,� 전통적� 도시조직을� 보전하고�

개발�규모를�관리하는�등�도심부�개발압력에�대응한�적절한�도시�관리�방

안을�마련한다.�셋째,�이면부�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이질�용도의�침

투를�방지한다.�또한�각�블록별로�특화된�용도를�중심으로�하여�기존�용도

를�보전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지원책을�마련한다.

이처럼�문제인식에서�계획�방향에�이르기까지,�본�지구단위계획은�전체

적으로�기존�도시설계의�방향을�대부분�따르고�있음을�알�수�있다.�다만,�

대상지� 내� 특화용도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은�

이전�계획과�차별되는�부분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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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4기:�2010년�이후,�돈화문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현행)

2010년에�들어서면서,�돈화문로�일대의�지구단위계획은�다시�한�번�재

정비되었다.� 2019년�현재에도�적용되고�있는�계획으로,�여전히�돈화문로�

및�권농동�일대를�도심부�내�낙후지역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특히�한옥의�멸실과�노후화,�임의�개조에�따른�변형의�문제점을�지적하면

서,�한옥의�보존과�활용에�대한�대책마련을�주된�실천과제로�제시하였다.

이전의�계획과�비교했을�때,�가장�눈에�띄는�변화는�돈화문로�일대의�정

체성과�역사적�가치에�대한�인식에서�나타난다.�특히,�돈화문로�일대를�역

사문화적�컨텐츠를�지닌� ‘전통문화거점’으로서의�가능성을�제시하였는데,��

이는� 1988년�수립된�도시설계,�그리고� 2004년�수립된�지구단위계획에서�

언급한�‘주거�용도의�보존’과�대비되는�방향이라�볼�수�있다.

또한� 개발의� 관점에서� 불기하게� 평가되던� 개발여건을�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활용을�통해�지역�활성화의�기회�요소로�삼고자�하였다.�역사적�흔

적이�남아있는�장소를�재정비하고�특성화하려는�도심부�관리의�패러다임�

변화에�맞춰,�전통문화거리를�조성하고�전통문화와�관련된�공방�및�판매시

설�등을�도입하고자�하였다.�이처럼�물리적�환경에�대한�보존의�필요성은�

기존의�계획과�동일한�선상에서�유지하고�있으나,� 기존�주거지의�보존이�

아닌�전통문화관련시설�유치를�목표로�삼으면서,�대상지�내�용도를�계획함

에�있어�이전의�계획과는�뚜렷한�차이를�보인다고�볼�수�있다.

권농동�일대에�적용된�도시설계와�지구단위계획을�기준으로�시기를�구

분하고,�각각의�문제�인식과�계획�방향에서�나타나는�변화를�요약하면�다

음의�표�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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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1980년대�이전 1988년�이후 2004년�이후 2010년�이후

1기 2기 3기 4기

관�련�

도�시

계�획

·서울�도시기본계획�

(1966)

·서울특별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1981)

·율곡로·대학로�

도시설계(1985)

·돈화문로�제1종�

지구단위계획�

(2004)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2010)

문�제

인�식

·불량주택�밀집지역 ·불량주택�밀집지역

·종묘주변�경관저해

·한옥주거지�보존의�

필요성�제시

·슬럼화�된�이면부

·종묘주변�경관관리

·기존�도시조직�보존

·주거환경�보호 및�

이질용도�침투관리

·낙후된�물리적�환경

·오래된�환경을�

기회요소로�활용

·한옥의�멸실�및�

노후화,�변형에�

따른�보존�대책�

필요

계�획

방�향

·재개발구역�지정 ·개발규모제한

·주거용도권장

·개발규모제한

·주거용도권장

·근린�및�문화관련�

용도�권장

·개발규모제한

·한옥�신축�유도,�

일부�지역�의무화

·전통문화거리�조성

비�고

·미시행

·지정�해제(1976)

·1988년�

도시설계구역�지정

·2004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10년�2월�변경

·현행�계획

표�5 권농동�일대�도시계획의�시기�구분�및�방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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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켜

3.1�가로�및�필지의�현황과�특성

3.1.1�가로�및�필지의�형성과�변화

3.1.2�가로�및�필지의�현황과�저층부�공간

3.2�건축물의�현황과�특성

3.2.1�대상지�내�건축물의�현황

3.2.2�시기별�신축�건축물의�특징

3.2.3�대상지�내�한옥의�현황

3.3�용도�변화와�현재

3.4�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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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가로�및�필지의�현황과�특성

3.1.1�가로�및�필지의�형성과�변화

본�절에서는�일제강점기�작성된�지적원도에서부터�현재의�지적도에�이

르는�공간�자료를�시계열적으로�분석함으로써,� 권농동�일대�필지의�분화�

및�가로의�변화�과정을�추적하였다.

아래�그림� 18�좌측의� 1910년�현황은�국가기록원에�소장된�지적원도32)

를�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율곡로가�개설되기�이전�권농동�일대�필지와�

가로의�현황을�보여준다.�현재의�돈화문로인�창덕궁�앞�대로와�그�주변으

로�형성된�피맛길을�확인할�수�있으며,�좁은�폭을�지닌�종묘�서측�순라길

의�존재�또한�확인할�수�있다.�권농동�일대의�경우�동측의�돈화문로에서�

시작해�블록�내부로�뻗어�나가는�유기적�형태의�가로�구조를�확인할�수�

있다.�필지�형태의�경우�돈화문로�주변과�블록�내부에서�큰�차이를�보이는

데,�돈화문로�주변은�비교적�정형화된�소규모의�필지�형태를�보이나,�피맛

길�뒤�블록�내부의�경우�대형�필지의�존재를�다수�확인할�수�있다.

그림� 18의�우측은�1959년에�작성된�지도로,�일제강점기에�개설된�율곡

로에�의해�창경궁과�종묘의�연결�구간이�단절된�이후의�상황을�확인할�수�

있다.�권농동�북측�일대의�필지가�율곡로�개통으로�인해�두�블록으로�나뉜�

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종묘�남서측,� 돈화문로에서�시작해�봉익동을�

가로질러�종묘�남측으로�이어지는�도로가�개설된�것을�확인할�수�있다.33)

32) 일제강점기�토지조사사업(1910~1918)�당시�제작된�도면으로,�각�토지의�위치�및�경계

를�기록한�세부측량원도이다.�본�연구의�대상인�권농동�일대의�당시�현황을�파악하기�위

해,�관리번호�BJCA000178~BJCA000182,�BJCA000189~BJCA000193에�해당하는�총�10

장의�도면을�취합하여�트레이싱하였다.

33) 이는�종묘�앞�공간이�교통광장으로�계획·지정된�이후�나타나는�변화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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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좌� :� 1910년�필지�및�가로�현황� (출처:�국가

기록원�소장�일제강점기�지적원도,�저자�재작성),�우� :�

1959년�필지�및�가로�현황�(출처:�김원모,�『지번구획입

대서울정도』,�삼능지도공업사,�1959,�저자�재작성)�

아래�1986년�작성된�그림�19의�좌측�지도에서는�종묘�남측에�광장이�조

성된34) 이후의�상황을�보여준다.�종묘�광장과�이어지는�봉익동�일대의�보

조�간선도로가�확장되었으며,�권농동�블록�내부에�남아�있었던�기존의�대

형�필지가�세분화�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19�우측의�1995년�지도는�서측�순라길의�개설�공사35)가�진행�중

인�당시의�상황을�보여주며,�북측�율곡로와�연결되어�차량이�통행할�수�있

을�정도의�폭(8m)으로�넓어진�순라길의�형태를�확인할�수�있다.�또한�창

덕궁과�접하는�권농동�북측의�필지들이�합필되어�공원으로�정비36)되었으

며,�순라길�주변을�제외한�블록�내부�필지의�경우�그�규모와�형태에�있어�

이전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34) 1985년�11월�준공

35) 1993년�4월�현상변경�허가�신청을�시작으로,�1995년�6월�완공되었다.�

36) 율곡로�북측,�지도에서�검게�표시된�삼각형�형태의�필지이다.



-�40�-

그림�19 좌�:� 1986년�필지�및�가로�현황�(출처:�『서울

특별시지번안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우� :�

1995년�필지�및�가로�현황�(출처:�1995년�지적도를�바

탕으로�저자�재작성)

앞서�분석한�가로�및�필지의�변화�과정을�바탕으로�권농동�일대의�현황

을�살펴보면,�우선�블록�단위의�전체적인�윤곽은�대체로�유지되었다고�볼�

수�있다(아래�그림�20�참고).�특히�율곡로�북측�및�종묘�북측의�공원�조성

에�의한�대규모�합필을�제외하면,�권농동�일대의�필지는�대체로�분할·세

분화의�과정을�거쳤기에�블록�내부에서�옛�도시공간의�흔적을�쉽게�찾아

볼�수�있다.�

대상지� 내� 가로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후� 신설된� 북측의� 율곡로와�

1950년대�생겨난�봉익동�내�간선도로를�제외한�대부분의�가로망이�조선시

대부터�이어져�온�형태를�대체로�유지하고�있으며,�일부�대형�필지의�분할�

과정에서�생겨난�소로의�경우에도�블록�전체의�가로망�구성에�있어�큰�영

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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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대상지내�가로�및�필지�형태의�확정�기준�연도�(2016년�지적도를�바탕으로�저자�

재작성)

다만,�1990년대�순라길�정비를�통한�변화는�단순히�기존�가로의�정비에�

그치는�것이�아닌,�상당수의�주변�필지에�영향을�준�것으로�추정된다.�특

히�도로�확장의�과정에서�인접�필지의�일부�또는�전체를�수용하고,�블록�

내부의�차량�통행이�가능해진�것을�고려�할�때,�권농동�일대의�공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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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어�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이�경우�추가적인�분석을�

통해�세부�사항을�짚어보기로�한다.

3.1.2�가로�및�필지의�현황과�저층부�공간

세부적인�논의를�위해�아래�그림�21과�같이�대상지를�세�구역으로�구분

하고,�블록별�가로�및�필지�현황과�함께�건축물의�저층부�공간�구성을�분

석하기로�한다.�건축물의�저층부�공간�구성�방식은�개별�필지와�인접�가로

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단적인�예로,�본�연구에서는�도보�및�차량을�이용

한�블록�내부의�출입�동선과�필지�내�건물의�배치,�출입구�위치�등을�분석

함으로써�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특성을�밝히고자�한다.�

그림�21 현황�분석을�위한�대상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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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농동�북측�블록

율곡로에�인접한�북측에서�시작해�권농동� 170번지�일대까지,� 사다리꼴�

형태의�블록이다.�블록�내부는�간선도로인�북측의�율곡로와�복개도로인�서

측의�율곡로10길을�통해�출입하며,�도보를�이용할�경우�블록�내�동-서�방

향의�이동이�자유롭다.�서순라길을�통해서는�블록�내부로�차량진입이�불가

능하며(아래�그림�22,� 23�참고),�이�경우�도보를�이용하거나�블록�남측의�

도로와�율곡로10길로�우회하여야한다.�서순라길을�통해�직접�출입이�가능

한�필지는�블록�동측의�19개이다.�블록�북측에는�간선도로인�율곡로와�블

록�내부를�잇는�도로가�존재하는데,�차량�통행이�가능하지만�막다른�도로

의�형태로�인해�대부분의�구간이�주차�공간으로�사용된다.�

그림�22 주차�공간으로�사용되는�블록�내부�

(139번지�일대,�촬영일자�:�2019.7.30)

그림�23 차량�통행이�불가능한� 137번지�일

대�가로�(촬영일자�:�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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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권농동�북측�블록의�저층부�현황�(수치지형도를�바탕으로�현장�답사를�통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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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권농동�남측�블록

권농동� 171번지�일대에서� 188번지까지의�구간으로,�대상지�내�세�블록�

중�가장�폭이�좁고�세장한�형태를�띤다.� 주변�블록에�비해�서측�율곡로�

10길�일대와�동측�서순라길�일대에�인접한�건축물의�저층부�공간이�대조

적인�특징을�지닌다(그림�25,� 26�참고).�특히�블록�서측�율곡로10길의�경

우,�권농동�170-11번지에서�182-9번지에�이르는�구간의�차량�통행이�불

가능하다. 내부의�소로를�통해�동-서로�블록을�가로지를�수�있다.�

그림� 25 블록� 서측� 율곡로10길� 일대의� 전

경.�차량통행이�불가능한�옛길의�형태를�유

지하고�있다.�(촬영일자�:�2019.7.30)

그림� 26 블록�동측� 서순라길� 일대의� 전경.�

주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를� 향해� 개방

적인�형태를�띤다.�(촬영일자�:�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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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권농동�남측�블록의�저층부�현황�(수치지형도를�바탕으로�현장�답사를�통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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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봉익동�북측�블록

권농동�187번지�일대에서�봉익동�37번지에�이르는�사다리꼴�형태의�블

록이다.�블록�내�위치한�대각사37)를�기준으로�북쪽의�권농동,�남쪽의�봉익

동으로�나뉜다.�율곡로10길의�북측�일부�구간은�차량�통행에�제한이�있으

며,�이로�인해�남측�도로를�통해서만�블록�내부로�차량�출입이�가능하다.�

블록� 남측� 구역은� 이면가로를� 통해� 율곡로10길과� 서순라길이� 연결되며,�

주로�귀금속�관련�업종이�분포한다.�이는�남측�봉익동�블록에�집중적으로�

분포하는�귀금속�산업군과�연계된�것으로,�차량�통행이�불가능한�블록�내

부에서는�주로�오토바이,�손수레�등을�사용하여�짐을�운반한다.

그림�28 블록�북측의�한옥밀집지역�내�골목�

전경.�차량�통행이�불가능한�지역이다.� � (촬

영일자�:�2019.7.13)

그림� 29 블록� 남측의� 내부� 가로와� 귀금속�

산업군�(촬영일자�:�2019.7.30)

37) 종로구�봉익동2번지�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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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봉익동�북측�블록의�저층부�현황�(수치지형도를�바탕으로�현장�답사를�통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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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권농동�일대를�세�구역으로�나누어�저층부를�분석함으로써�대상

지�내�가로와�필지의�상관관계를�밝힐�수�있었는데,�특히�블록�내부의�가

로망은�돈화문로에서�시작해�피맛길,�그리고�율곡로10길을�거쳐�진입하는�

기존의�체계와�크게�다르지�않게�작동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아래�그림� 31,� 32�참고). 보행자의�동선�뿐만�아니라�블록�내�대부분의�

차량의�진·출입�역시�기본적으로�옛�가로�체계를�따른다고�볼�수�있다.

그림�31 권농동�일대�옛�가로�구조�(1910년�지적원도를�기준으로�작성)

그림�32 권농동�일대�가로�구조의�현황�(2019년�4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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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대상지의�동측�서순라길의�경우�1990년대�개설�이후�인접�필지의�

접근성에�상당한�영향을�준�것으로�보이나,�실질적으로는�블록�내부와�긴

밀하게�연결되지�않는�것을�알�수�있다38).�이는�일방통행�도로인�서순라

길의�특성상�율곡로10길과의�연계가�자유롭지�못한�점39),�그리고�북측�율

곡로와�직접�연결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서순라길에�인접한�필지에�위치한�건물은�대부분�출입구의�위치를�변경

하거나,�기존�출입구를�그대로�둔�채�새로운�출입구를�추가하였는데,�서순

라길과�이면가로�양방향의�출입을�가능케�함으로써�신작로인�서순라길에�

대한�접근성을�확보할�뿐만�아니라�기존의�옛�가로망에�대한�접근성�또한�

유지하고자�하는�태도가�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그림�33)40).

그림�33 봉익동�북측�블록,� 11번지�일대의�전경.�좌:�서순라길에�면한�곳으

로,� 상가의�주출입구를�두었다.� (촬영일자:� 2019.3.22)� 우:� 이면가로�방향의�

입면에도�출입구를�두었다.�(촬영일자:�2019.7.12)

38) 차량을�이용해�블록�내부�필지에�접근하기�위해서는�반드시�율곡로10길을�통해야한다.

39) 서순라길과�율곡로10길을�함께�이용할�경우,�각�블록을�기준으로�반시계�방향의�통행

만이�가능하다.�

40) 이�같은�사례는�권농동�북측�및�봉익동�북측�블록�내�건물�중�서순라길에�인접한�곳

에서�주로�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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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건축물의�현황과�특성

3.2.1�대상지�내�건축물의�현황

①�사용승인일자�기준�건축물�현황

그림� 34 사용승인일자에�따른�권농동�일대�건축물의�현황� (자료

출처�:�서울�부동산�정보광장,�2018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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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4월�현재�권농동�일대의�건축물은�총�197동으로,�본�연구에서

는�건축물�대장을�통해�확인할�수�있는�사항인�사용승인일자,�층수,�구조

를�기준으로�건축물의�현황을�파악하였다.

먼저,�사용승인일자를�기준으로�바라본�권농동을�건축물�현황은�다음과�

같다.�전체�197동의�건축물�중�80동(40.6%)의�사용승인일자를�건축물�대

장을�통해�확인�할�수�있다.41) 앞서�2장에서�설정한�시기�구분을�기준으

로�살펴보면,�사용승인일자가�확인되는�80동�중�22건의�건축물이�1988년�

이후(2기)에�사용승인을�받았으며,�2004년�이후(3기)�6년간�14건,�2010년�

이후�현재까지(4기)�13건의�건축물이�사용승인을�받았다.�건축물�대장에서�

해당�정보가�누락된�117동(59.4%)의�경우,�대부분�건축법이�시행(1962년)

되기�전에�지어진�것으로�추정�할�수�있다.�

1988년�이후�현재까지의�시기별�건축물의�분포를�살펴보면,�주로�대상

지의�북측과�남측,�그리고�서순라길의�주변에서�건축�행위가�일어난�것을�

볼�수�있다.�

②�건축물의�층수�현황

권농동�일대는�1층�건축물이�123건(전체의�62.4%),�2층�건축물이�47건

(23.9%)으로,�2층�이하의�저층�건물이�대부분(86.7%)을�차지한다.�특히�4

층�이상�건물의�경우�대상지�북측�율곡로�주변과�남측�봉익동�일부�지역

에�주로�분포한다.�블록�내부와�종묘�주변�지역을�중심으로�건축물의�높이�

관리가�이뤄졌음을�추정할�수�있는�부분이다.

41) 2019년�4월�현재,�건축물�대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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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대상지�내�건축물의�층수�현황� (자료출처� :�서울�부동산�

정보광장,�2018년�현재)�

③�건축물의�구조�현황

권농동�일대의�건축물은�목구조가�131동으로,�전체의�66.5%,�약� 3분의�

2를�차지한다.�앞서�건축물의�사용승인일자�및�층수�분포와�비교해서�살

펴보면,�목구조�건축물의�분포는�1988년�이전의�건축물�및�1층�규모의�건

축물�분포와�대체로�일치한다.�또한�건축물�대장에서�정보가�누락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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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높게�나타는�것을�미루어�볼�때,�대다수가�근·현대에�건축된�도시형�

한옥인�것으로�추정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경우� 총� 46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목구조�다음으로�높은�비율을�보인다.�이를�건축물의�사용승인일자�분포와�

함께�비교하면,�재개발�해제�및�도시설계의�적용�이후에�지어진�건물이�대

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36 대상지�내�건축물의�구조�현황� (자료출처� :�서울�부동산�

정보광장,�2018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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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사용승인일자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구�조

1 권농동�113 1993.7.8. 근린 42.63
23.41

(54.9)

69.56

(109.8)

지상2

지상1
조적조

2 권농동�141-4 1994.1.14. 근린,�주택 156.2
91.62

(58.66)

266.44

(117.31)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3
권농동�127-1,2

128
1997.7.29. 숙박 388.1

228.24

(58.81)

1,353.48

(287.35)

지상5

지하1
철근콘크리트

4 권농동�127-4 2003.9.16. 문화집회 181.69
117.81

(64.84)

633.22

(276.64)

지상5

지하1
철근콘크리트

5 권농동�133 2002.6.22. 근린 156.48
100.06

(63.94)

398.12

(191.15)

지상3

지하1
철근콘크리트

3.2.2�시기별�신축�건축물의�특징

①�2기:�1988년�율곡로·대학로�도시설계구역�지정�이후

앞서�2장에서�설정한�시기�구분을�기준으로,�시기별�권농동�일대에서�사

용승인·신축된�건축물의�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아래�표는� 1988년�도

시설계가�적용된�이후부터�2004년�지구단위계획이�재정비되기�전까지�약�

16년�간�사용승인된�건축물의�목록이다.�총� 26건의�사용승인이�이루어졌

으며,� 목구조� 2건과� 벽돌조� 3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총� 21건,�

80.8%)은�철근콘크리트구조이다.�건축물�대장에서�일부�정보가�누락된�두�

건42)을� 제외한�나머지� 건물은� 신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지어진�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 숙박,� 문화집회시설� 등이� 절대� 다수(총� 25건43),�

96.2%)를�차지한다.�건물의�높이,�즉�층수의�경우�지상�2층�건물이�14건

(53.8%)으로,�이는�같은�시기�사용승인된�건축물�중�과반에�해당한다.�

42) 권농동�171-26.�권농동�187-20

43) 주거�용도와�복합된�것�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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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사용승인일자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구�조

6 권농동�130 2002.5.22. 근린 189.2
122.72

(64.86)

491.1

(180.9)

지상3

지하1
철근콘크리트

7 권농동�167 1999.11.27. 근린,�주택 42.9
25.5

(59.4)

76.5

(178.32)
지상3 철근콘크리트

8 권농동�171-36 2001.9.27. 근린,�주택 79.23
54.03

(68.19)

108.06

(136.39)
지상2 철근콘크리트

9 권농동�171-26 1993.2.15. 주택 - 17.6 - 지상1 목구조

10 권농동�172 1996.10.21. 근린,�주택 69.3
49.7

(71.71)

119.67

(133.74)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11 권농동�179 1995.3.11. 근린 143.45
100.32

(69.93)

295.56

(136.1)

지상2

지하1
연와조

12 권농동�184-1 1998.5.26. 근린 237.54
142.16

(59.84)

523.76

(172.87)

지상3

지하1
철근콘크리트

13 권농동�185-1 1998.5.8. 근린 127.7
76.59

(59.97)

235.19

(119.95)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14 권농동�181-4 1998.5.1. 근린 72.09
42.91

(59.52)

171.64

(178.56)

지상3

지하1
철근콘크리트

15 권농동�185-12 1997.11.8. 근린 105.77
75.46

(73.34)

226.38

(142.68)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16 권농동�188-1 2002.7.19. 근린 211.81
116.84

(55.16)

338.25

(90.8)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17 권농동�186 2001.10.29. 근린 183.1
109.04

(59.55)

399.77

(171.12)

지상3

지하1
철근콘크리트

18 권농동�189-2 1997.1.17. 근린 213.7
127.63

(59.72)

380.44

(119.44)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19 권농동�187-3 1999.12.31. 근린 65.99
39.4

(59.71)

78.8

(119.41)
지상2 연와조

20 권농동�191-3 1995.2.6. 근린 371.32
207.69

(55.93)

622.67

(105.59)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21 권농동�187-20 1991.6.4. 근린 - 82.26 - 지상1 목구조

22 봉익동�6 1988.9.28. 숙박 - - 581.71
지상6

지하1
철근콘크리트

23 봉익동�9-3 2000.9.5. 근린 455
295.54

(64.95)

1,786.5

(309.28)

지상5

지하1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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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사용승인일자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구�조

24 봉익동�11-18 2003.1.7. 근린 264.92
158.7

(59.9)

468.77

(118.76)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25 봉익동�11-20 2003.4.15. 근린 163.6
97.56

(59.63)

298.8

(119.27)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26 봉익동�36-1 1997.10.2. 근린 101.4
67.2

(66.27)

184.11

(132.54)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표�6 1988년�도시설계�적용�이후�사용승인을�받은�건축물�현황�(출처:�서울부동산정보광

장,�2019년�4월�현재)

지�번 사용승인일자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구�조

1 권농동�115-3 2005.5.25. 교육연구 535.6
349.39

(66.92)

2,663.14

(316.82)

지상5

지하3
철근콘크리트

2 권농동�126-2 2005.2.7. 근린 145.8
85.33

(58.53)

522.36

(275.92)

지상5

지하1
철근콘크리트

3 권농동�139-1 2009.12.31. 노유자 242.6
160.19

(66.03)

320.38

(132.06)
지상2 철골조

4 권농동�142-1 2005.8.12. 근린 272.5
183.81

(67.45)

366.3

(126.19)
지상2 철골조

5 권농동�142-3,4 2009.11.6. 근린 234.49
160.5

(68.45)

449.81

(123.48)

지상2

지하2
철근콘크리트

②�3기:�2004년�돈화문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이후

다음의�표는�2004년�10월에서�2010년까지�6년�동안�신축(또는�사용승

인)된�총� 14건의�건축물을�보여준다.�교육연구시설과�노유자시설이�각� 1

건,�나머지는�근린생활시설(12건,�85.7%)의�용도로�지어졌다.�이�시기에는�

철근콘크리트조(10건)와� 철골조(4건)로�이루어진� 건축물만�새로�지어졌으

며,�2건의�건축물만이�대지를�합필하여�신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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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사용승인일자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구�조

6 권농동�134-1 2009.12.31. 근린 83.5
48.34

(57.89)

140.38

(110.8)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7 권농동�149,150 2007.6.20. 근린 125.4
72.65

(57.93)

217.95

(115.87)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8 권농동�164-2 2009.1.23. 근린 184
111.19

(60.43)

343.07

(120.86)

지상2

지하1
철근콘크리트

9 권농동�174 2008.5.1. 근린 63.55
47.5

(74.74)

95

(149.49)
지상2 철골조

10 권농동�184-3 2006.2.28. 근린 91.9
59.28

(64.5)

188.38

(129.01)

지상2

지하1
철골조

11 봉익동�11-10 2009.5.4. 근린 88.71
61.74

(69.6)

123.48

(139.2)
지상2 철근콘크리트

12 봉익동�9-9 2006.6.8 근린 65.6
38.96

(59.39)

177.78

(271.01)
지상5 철근콘크리트

13 봉익동�10-1 2007.2.7. 근린 718.5
417.99

(58.18)

1,931.23

(268.79)
지상5 철근콘크리트

14 봉익동�12-22 2008.12.17.� 근린 231.59
161.88

(69.9)

636.56

(274.87)
지상4 철근콘크리트

표�7 2004년�지구단위계획�재정비�이후�사용승인을�받은�건축물�현황�(출처:�서울부동산

정보광장,�2019년�4월�현재)

③�4기:�2010년�돈화문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이후

아래의�표�8은�2010년�이후�현재(2019년)까지�9년�동안�사용승인된�건

물의�현황을�보여준다.�총�13건�중�1건의�주택을�제외한�대부분의�건물44)

이�근린생활(8건,� 61.6%)� 및�문화집회시설(4건,� 30.8%)의�용도로�사용승

인되었고,��11동의�건물이�지상�2층의�규모를�지닌다.�

이�시기에서�특별히�주목할�점은,�전체�13건�중�9건의�건물이�목구조라

는�것이다.� 1988년부터�2기,� 3기의�기간�동안�사용승인된�목구조�건물이�

단�2건이라는�점을�고려하면,� 2010년�이후에�나타나는�목구조�건물의�증

44) 주거�용도와�복합된�것�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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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사용승인일자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구�조

1 권농동�171-6 2011.8.11 근린 141.02
101.31

(71.84)

298.82

(140.32)

지상2

지하1

목구조�및

철근콘크리트

2 권농동�171-12 2018.3.11 근린,�주택 41.3
20.03

(48.5)

40.46

(98)
지상2 목구조

3 권농동�176 2019(예정) 근린 76 -
43.74

(57.55)
지상2 목구조

4 권농동�190-2 2017.3.16. 문화집회 311.3
132.31

(42.5)

450.46

(66.49)

지상2

지하2

목구조�및

철근콘크리트

5 권농동�187-25 2013.12.10. 문화집회 103.8
48.06

(46.3)

142.61

(85.66)

지상2

지하1

목구조�및

철근콘크리트

6 봉익동�1-5 2018.7.30. 근린 39.7
20.16

(50.78)

35.28

(88.86)
지상2 목구조

7 봉익동�11-3 2019(예정) 근린 40.1 -
39.06

(97.4)
지상2 목구조

8 봉익동�12-3 2018.6.8. 근린 50.6
30.96

(61.18)

52.68

(104.11)
지상2 목구조

9 권농동�187-13 2018.3.21 주택 111.1 - - 지상1 목구조

10 권농동�10 2016.4.12. 근린 154.64
67.82

(43.86)

375.97

(167.83)

지상5

지하1
철근콘크리트

11 권농동�154 2011.1.17 문화집회 81.2
64.8

(79.8)

129.6

(159.61)
지상2 철근콘크리트

12 권농동�159 2014.3.11. 근린 62.8
33.23

(52.91)

65.94

(105)
지상2 철근콘크리트

13 권농동�185-10 2018.10.22. 문화집회 62.7
36.35

(57.97)

144.84

(113.94)

지상2

지하2
철근콘크리트

표�8 2010년�지구단위계획�재정비�이후�사용승인을�받은�건축물�현황�(출처:�서울부동산

정보광장,�2019년�4월�현재)

가는�특별히�살펴보아야�할�변화라고�볼�수�있다.�그�중�권농동�187-13을�

제외한� 8건의� 건물은� 기존� 건물을�수선한� 것이�아닌,� 신축된� 것으로�추

정45)된다.

45) 현장�답사를�통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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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대상지�내�한옥의�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를� 포함한� 봉익동과� 권농동� 일대는� 한성부� 시대부터�

도시화가�진행되었던�지역으로,� 1930년을�전후로�하는�시기에�이미�이른

바�주택경영회사들에�의해�주택이�공급된�도시형�한옥주거지이다.46) 선행�

연구인�송인호의�박사학위�논문(1990)과�윤민경의�석사학위�논문(1991)의�

내용을�통해�1990년대�당시�도시형�한옥의�분포�양상을�확인�할�수�있다.�

(아래�그림�37의�좌측�참고)�

앞서�권농동�일대�건물의�분포�현황에서�확인된�목구조�건물은�총�131

동으로,�그�비율이�전체�건물(197동)의�66.5%로�상당히�높게�나타나는�것

을�볼�수�있다.�특히�이들�중�대부분은�구체적인�건립시기(건축물�대장�사

용승인일자�기준)가�확인되지�않는�것으로�볼�때,� 1930년대를�전후로�시

작해�재개발�구역으로�지정되기�전까지�지어진�도시형�한옥으로�추정된다.

아래�그림�37의�우측�도면�및�현장�답사를�통해�대상지�일대에�남아있

는�도시형�한옥을�확인할�수�있었다.�주로�권농동�183번지~152번지�일대

와�187번지�일대�등�주거�기능이�일부�분포하는�곳을�중심으로�온전한�형

태의�도시형�한옥이�남아있는�상황이다.�그러나� 1960년대�재개발�지역으

로� 지정된� 이후� 슬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붕을� 개량하거나� 입면을�

고쳐�사용하는�비율이�늘어나면서,�그�과정에서�많은�변형이�일어나�기존�

형태를�찾아보기�힘든�경우가�대부분을�차지한다(그림�41,�42,�43).�

46) 송인호,� 『도시형한옥의�유형연구� :� 1930년-1960년의�서울을�중심으로』,�박사학위,�서

울대학교,�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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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좌:�권농동�일대�한옥�분포�현황� (신축한옥의�경우�2019년�4월을�기준으로�건축

물�대장�및�답사를�통해�확인,�기존한옥의�경우�『창덕궁�앞�도성한복판�도시재생활성화계

획�보고서』,�서울특별시,�2018를�참고하여�분포도�작성)� �우:� 1991년�당시�권농동�일대의�

한옥�분포� (출처:�윤민경,� 『서울시� 1930년�전후의�가로와�한옥주택의�특성에�관한�연구』,�

석사학위,�명지대학교,�1991,�저자�재작성)

또한� 현재� 권농동� 일대� 목구조� 건물의� 분포와� 윤민경(1991)의� 선행연

구47)에서� 나타나는� 1991년� 당시� 도시형� 한옥의� 분포� 현황48),� 그리고�

47) 윤민경,� 『서울시�1930년�전후의�가로와�한옥주택의�특성에�관한�연구』,�석사학위,�명

지대학교,�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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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도시설계의�적용�이후�철근콘크리트조�및�철골조�건축물이�증가하

는�추세로�미루어�볼�때49),�재개발이�해제된�이후�권농동�일대�도시형�한

옥의�수는�꾸준히�감소해왔다고�추정할�수�있다.�

그림�38 권농동�152-2�도시형�

한옥�(출처:�한국관광공사�홈페

이지)

그림� 39 권농동� 187-14� 도

시형�한옥� (출처:� 한국관광공

사�홈페이지)

그림� 40 권농동� 182-9�도

시형�한옥�

(촬영일자:�2019.3.31)

그림� 41 봉익동� 11-2� 목구

조�건축물

(촬영일자:�2019.3.31)

그림� 42 봉익동� 11-6� 목구

조�건축물

(촬영일자:�2019.3.31)

그림� 43 권농동� 187-20� 도

시형�한옥

(촬영일자:�2019.3.31)

앞서�다룬�도시형�한옥과�함께,�권농동�일대에서는� 2층�한옥을�어렵지�

않게�발견할�수�있다.�특히�앞의�표� 8를�통해서도�알�수�있듯� 2010년을�

48) 1991년�작성된�권농동�일대의�건물�분포도에서,�‘ㄷ자’�또는�‘ㅁ자’�평면에�경사지붕

을�지닌�건물의�대부분은�당시에�남아있던�도시형�한옥으로�추정된다.��

49) 앞서�분석한�시기별�신축�건물의�특징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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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대상지�내�목구조�건물의�신축�비율이�증가한�것을�확인할�수�

있다.�1988년�도시설계구역�지정�이후�2009년까지의�기간�동안�사용승인

된�전체�40건의�건물�중�단�한�건을�제외한�대다수의�건물이�철근콘크리

트,�연와조,�또는�철골조로�지어졌으나,�2010년�지구단위계획이�재정비�된�

이후�9년�간�사용승인된�13건의�건축물�중�9건이�목구조�건축물(한옥)로,�

전체의�69.2%에�달한다.�

지�번 사용승인일자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구�조

1 권농동�171-6 2011.8.11 근린 141.02
101.31

(71.84)

298.82

(140.32)

지상2

지하1

목구조�및

철근콘크리트

2 권농동�171-12 2018.3.11 근린,�주택 41.3
20.03

(48.5)

40.46

(98)
지상2 목구조

3 권농동�176 2019(예정) 근린 76 -
43.74

(57.55)
지상2 목구조

4 권농동�190-2 2017.3.16. 문화집회 311.3
132.31

(42.5)

450.46

(66.49)

지상2

지하2

목구조�및

철근콘크리트

5 권농동�187-25 2013.12.10. 문화집회 103.8
48.06

(46.3)

142.61

(85.66)

지상2

지하1

목구조�및

철근콘크리트

6 봉익동�1-5 2018.7.30. 근린 39.7
20.16

(50.78)

35.28

(88.86)
지상2 목구조

7 봉익동�11-3 2019(예정) 근린 40.1 -
39.06

(97.4)
지상2 목구조

8 봉익동�12-3 2018.6.8. 근린 50.6
30.96

(61.18)

52.68

(104.11)
지상2 목구조

표�9 2010년�지구단위계획�재정비�이후�신축된�한옥

이�중�답사를�통해�확인된�‘신축’�건축물은�총�8건(표�9)으로,�모두�‘2

층�규모의�한식�목구조’라는�공통점을�지닌다.�또한�이들� 2층�한옥은�기

존의�도시형�한옥과�뚜렷이�구별되는�특징을�지니는데,� 층수뿐만�아니라�

배치,�구조,�평면,�외관�등�많은�부분에서�확연한�차이를�보인다.�각�건축

물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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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한옥�관련�지구단위계획�규제�사항

개�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사용승인일자:�2011.8.11

주용도:�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141.02㎡

건폐율:�71.84%

용적률:�140.32%

층수:�지상2층,�지하1층

구조:�목구조,�철근콘크리트조

배치�및�평면

·장방형�필지�형태를�따른다.

·1층은�대지�남측�도로를�통해�출입하며,�2층�및�지하층은�

건물�서측�계단실을�사용한다.

·한옥�건물�서측에�계단실을�포함하는�매스를�두었다.�

구조�및�외관

·한옥�부분은�목구조이며,�계단실�및�지하�공간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이다.

·1층은�동측,�남측에�인접한�가로를�향해�쇼윈도를�두었다.

·2층에�난간을�두어�층간을�구분하였다.*

·소로수장�민도리집(2층)

·겹처마�팔작지붕

비�고 ·한복대여점,�귀금속판매점,�카페�등의�용도로�사용된다.

①�권농동�171-6

권농동� 171-6번지의� 한옥은� 동측� 서순라길과� 남측� 서순라길-돈화문로�

간�도로,�서측�이면가로를�동시에�면하고�있다.�철근콘크리트구조의�계단

실과�목구조의�한옥이�한�동을�이루며,�필지�형태에�맞춰�동서로�긴�장방

형�평면을�띤다.�별도의�반침�공간이나�꺾음부가�없어�간결한�지붕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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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한옥�관련�지구단위계획�규제�사항

개�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사용승인일자:�2018.3.11

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

대지면적:�41.3㎡

건폐율:�48.5%

용적률:�98%

층수:�지상2층

구조:�목구조

배치�및�평면

·남북으로�긴�필지의�형태를�따른다.

·5칸×1칸의�다소�변형된�‘一자’평면

·순라길에�인접한�북측에�주출입구를�두었으며,�남측�

이면도로에�면한�출입구도�존재한다.

구조�및�외관

·2층의�북측과�남측에�난간을�두어�층간을�구분하였다.*

·홑처마�맞배지붕

·보방향�칸에�가로와�면한�주출입구를�두었다.

비�고 -

지니며,�1층과�2층�사이에�난간을�두어�층간을�구분하였다.�1층�공간은�전

면을�기준으로�한�칸씩�분절되어�개별적인�상업시설로�사용되며,�남측�도

로에서�직접�출입이�가능하다.�같은�시기에�지어진�한옥�중�유일하게�겹처

마�지붕을�지닌다.

②�권농동�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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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한옥�관련�지구단위계획�규제�사항

개�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사용승인일자:�2019년(예정)

주용도:�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76㎡

건폐율:�-

용적률:�57.55%

층수:�지상2층

구조:�목구조

배치�및�평면

·사다리꼴�필지�형태를�따른다.

·3칸×1칸의�‘一자’평면을�기본으로�한다.

·보방향으로�일부분�돌출된�형태(퇴칸)의�평면을�지니며,�

이를�통해�필지를�최대한으로�점유한다.

·인접한�가로�중�가장�폭이�큰�율곡로�10길을�향해�

권농동�171-12번지�한옥의�경우�남북으로�긴�세장형�필지에�입지하며,�

필지의�짧은�면이�도로에�인접한다.�맞배지붕을�사용할�경우�도리방향을�

정면으로�하는�일반적인�한옥과�달리,�본�건물은�가로에�면하는�보방향�벽

면에�주출입구를�두었다.�또한�지붕�형태를�통해�볼�수�있듯,�다소�변형된�

‘一자’평면을�지닌다.�일직선이�아닌�완만히�구부러진�형태의�평면을�지니

는데,�이�같은�특징은�비정형적인�필지�형태에서�생겨난�제약에�의한�것으

로�보인다.�

③�권농동�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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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를�두었다.

구조�및�외관

·각�층의�평면에�따라�여러�단으로�나뉜�지붕

·1층과�2층�사이에�처마를�내어�층간을�구분하였다.*

·1층은�동측,�남측에�인접한�가로를�향해�개방적인�입면을�

구성하였다.50)

·소로수장�민도리집(2층)

·홑처마�맞배지붕

비�고
·인접�가로인�율곡로�10길의�여건�부족으로�인해�차량�

출입이�불가능한�필지

사진�출처:�제아건축사사무소�홈페이지(gearch.co.kr)

권농동� 176번지의� 한옥은� 정면3칸,� 측면1칸의� ‘一자’평면을� 기본으로�

하며,�일부�공간을�보방향으로�돌출(퇴칸)시켜�사다리꼴�형태의�필지를�최

대한으로�점유하고�있다.�지붕�또한�돌출된�평면에�따라�서로�다른�높이를�

지닌�여러�단의�구성을�보이는�등,�일반적인�한옥과는�다른�형태를�지닌

다.�여기에� 1층과� 2층�사이�처마를�내어�층간을�구분하였다.� 1층의�경우�

주요�출입�동선인�동측과�남측에�인접한�가로를�향해�개방적인�입면을�지

니는데,�이는�근린생활시설,�즉�상업�용도로�사용되는�것에�따른�특징으로�

볼�수�있다.�

④�권농동�190

50) 현행�돈화문로�지구단위계획의�한옥�외벽�규제에�따라�한식�창호를�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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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사용승인일자:�2017.3.16

주용도:�문화집회시설

대지면적:�311.3㎡

건폐율:�42.5%

용적률:�66.49%

층수:�지상2층,�지하2층

구조:�목구조,�철근콘크리트조

배치�및�평면

·별도의�담장�없이,�한�동의�건물과�선큰마당을�통해�

필지를�최대한으로�점유한다.

·서순라길�및�이면가로를�접하고�있으며,�각�도로를�향해�

주출입구와�부출입구를�두었다.

·필지�외곽�형태를�따르는,�변형된�‘튼ㅁ자’평면�

구조�및�외관

·서순라길을�향해�전시장의�쇼윈도를�두었다.

·홑처마�맞배지붕을�기본으로�하며,�일부�꺾음부에는�

합각을�구성하였다.

·다수의�꺾음부와�포치(Porch)형태의�부출입구,�발코니�

등을�두어�여러�겹으로�중첩된�지붕을�가진다.

비�고 ·1층은�쥬얼리�전시장,�2층은�사무실�용도로�사용된다.

권농동�190번지는�2017년�건립된�주얼리�비즈니스�센터가�위치한다.�권

농동�일대�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지어진�건축물로,�쥬얼리�전시장과�사

무실�용도로�사용�중이다.�동측�서순라길�방향으로�건물의�주출입구와�전

시장의�쇼윈도를�두었으며,�남측�이면도로에�접한�곳은�포치(Porch)�형태

의�돌출된�보조�출입구를�둔�것이�특징이다.�같은�시기(4기)에�지어진�한

옥�중�가장�넓은�필지를�가지며,�필지�형태를�따라�한�동의�건물에�여러�

꺾음부를� 두어� 일종의� ‘변형된� 튼ㅁ자’� 평면을� 지닌다.� 대상지� 내� 다른�

한옥에�비해�긴�처마�길이를�지닌다.



-�69�-

(*)표시는�한옥�관련�지구단위계획�규제�사항

개�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사용승인일자:�2013.12.10

주용도:�문화집회시설

대지면적:�103.8㎡

건폐율:�46.3%

용적률:�85.66%

층수:�지상2층,�지하1층

구조:�목구조,�철근콘크리트조

배치�및�평면

·4칸×1칸의�‘一자’평면을�기본으로�하며,�필지�형태를�

따라�반�칸�돌출된�꺾음부를�지닌다.

·대지�경계를�따라�허리�높이의�담장�설치*

구조�및�외관

·인접�가로에�면한�곳에�한�칸의�쇼윈도를�설치하였다.

·난간과�눈썹지붕을�설치하여�층간을�구분하였다.*

·소로수장�민도리집(2층)

·홑처마,�맞배지붕�및�팔작지붕

비�고 ·전층�박물관으로�사용�

⑤�권농동�187-25

권농동� 187-25번지� 한옥은� 4칸×1칸의� ‘一자’평면을� 기본으로� 하며,�

지상�2층,�지하�1층의�규모를�지니는�박물관�건물이다.�비정형적인�사다리

꼴�형태를�지닌�필지에�맞춰�반�칸�길이만큼�돌출된�꺾음부를�구성하였고,�

이를�통해�필지를�최대로�점유하는�형태의�평면을�지닌다.�주출입구를�둔�

동측면의�정면성을�유지하기�위해�돌출부에�팔작지붕을�사용한�것으로�추

정된다.�난간과�눈썹지붕을�사용하여�층간을�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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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한옥�관련�지구단위계획�규제�사항

개�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사용승인일자:�2018.7.30

주용도:�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39.7㎡

건폐율:�50.78%

용적률:�88.86%

층수:�지상2층

구조:�목구조

배치�및�평면
·2칸×1칸의�‘一자’평면을�기본으로,�한�칸이�채�되지�않는�

돌출부와�꺾음부를�두어�필지를�최대한으로�점유한다.

구조�및�외관

·각�층의�평면에�따라�여러�단으로�나뉜�지붕

·1층과�2층�사이에�처마를�내어�층간을�구분하였다.*

·서측�보방향�칸에�가로와�면한�주출입구를�두었다.

·소로수장�민도리집(2층)

·홑처마�맞배지붕

비�고 ·1층은�티하우스로�사용

⑥�봉익동�1-5

봉익동�1-5번지�한옥은�블록�내�이면도로와�면한�소규모�필지에�위치한

다.�인접한�191-3번지�내�건물의�배치로�인한�이점을�살려,�북측으로�1층�

공간의�쇼윈도를�구성하였다.�위�사진에서�나타나는�지붕의�형태를�통해서

도�추측할�수�있듯,�규모가�작은�필지에서�건폐율을�최대한�충족하기�위해�

평면에서�일부분�돌출된�칸과�꺾음부를�두었다.�권농동�171-12번지의�사

례처럼�가로에�면한�보방향�칸에�주출입구를�두었으며,�1층의�일부를�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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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한옥�관련�지구단위계획�규제�사항

개�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사용승인일자:�2019년(예정)

주용도:�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40.1㎡

건폐율:�-

용적률:�97.4%

층수:�지상2층

구조:�목구조

배치�및�평면

·서순라길에�면한�장방형의�필지�형태를�따른다.

·4칸×1칸의�‘一자’평면에서�서순라길�방향으로�돌출된�

꺾음부를�지닌다.�

·서순라길�방향으로�각�층의�출입구를�두었다.

구조�및�외관

·서순라길�방향으로�개방적인�입면을�구성하였다.

·1층과�2층�사이에�눈썹지붕과�난간을�설치하여�층간을�

구분하였으며,�2층�반침�공간에도�별도의�지붕을�두었다.*

·홑처마�맞배지붕

비�고 -

시켜�상단에�박공을�구성하였다.�

⑦�봉익동�11-3

봉익동� 11-3번지는�서순라길과�이면가로�사이의�장방형�필지에�위치하

며,�필지�형태에�따라�남북으로�긴� 4칸×1칸의�평면을�지닌다.� ‘一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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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한옥�관련�지구단위계획�규제�사항

개�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사용승인일자:�2018.6.8

주용도:�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50.6㎡

건폐율:�61.18%

용적률:�104.11%

층수:�지상2층

구조:�목구조

배치�및�평면
·서순라길에�면한�장방형의�필지�형태를�따른다.

·3칸×1칸의�‘一자’평면

구조�및�외관

·1층은�서순라길�방향으로�개방적인�입면을�구성하였다.

·서순라길에�면하는�1층과�2층�사이에�처마를�내밀어�

층간을�구분하였다.*

·소로수장�민도리집(2층)

·홑처마�맞배지붕

면을�기본으로하며,�서순라길�방향으로�꺾인�돌출부가�특징이다.�서순라길

에�면한�입면은�개방적으로�구성하였으며,�이에�반해�서측�이면가로에�면

한�입면�구성에서는�소극적인�태도를�볼�수�있다.�또한�동측�입면의�장식

용�난간�구성,�주출입구의�위치�등을�고려할�때�서순라길을�향한�정면성을�

보인다.

⑧�봉익동�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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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전층�카페로�사용

봉익동�12-3번지의�한옥은�11-3번지와�유사한�장방형�필지에�위치하며,�

평면�또한�남북으로�긴� 3칸×1칸의�형태를�보인다.�서순라길�방향으로� 1

층의�출입구를�두었고,�개방적인�입면�구성을�보인다.�1층�지붕�아래�가변

형�어닝을�설치하여�처마�길이를�보완하였는데,�이는�협소한�필지로�인해�

눈썹지붕의� 형태로� 달린� 처마가�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있는�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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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용도�변화와�현재

재개발�해제�및�도시설계의�적용�이후�진행된�가로,�필지,�건축물�등�물

리적�환경의�변화와�더불어,�권농동�일대�건축물의�용도�역시�뚜렷한�변화

의�양상을�보인다.�본�절에서는�그림�44에서�47까지의�도면을�통해�1980

년대부터�현재까지�권농동�일대� 1층�주용도�변화의�양상을�세�단계로�나

누어�분석하였다.

먼저,�재개발�구역에서�해제된�이후인� 1980년대�당시�돈화문로에�인접

한�블록의�이면부였던�권농동�일대는�주거�기능이�전체�용도의�대부분을�

차지하였다(그림� 44).� 또한�권농동�동측에는�도심부�내�주요�간선도로인�

돈화문로를�중심으로�상가,�음식점등�근린생활시설51)이�위치하였으며,�남

측에�인접한�봉익동�블록�역시�폭이�넓은�종묘�앞�도로를�따라�음식점,�소

매점과�같은�상업시설이�분포하는�등,�이�일대의�용도�분포는�대로변의�상

업시설과�블록�내부�주거시설로�이원화된�구조를�보인다.��

그림�45는�2003년�권농동�일대의�용도�현황으로,�2004년�지구단위계획

이�재정비되기�직전의�상황을�보여준다.�1980년대와�비교했을�때,�블록의�

대부분을�점유하던�주거시설의�비율이�현저하게�줄어들고�이를�각종�근린

생활시설이�대체하는�것을�볼�수�있다.�이�같은�주거�감소�및�상업화�현상

은�인접�블록인�봉익동�남측�지역에서�더욱�확연히�드러나는데,�여기에는�

1970~80년대부터�형성된�귀금속을�필두로�한�소비재�업종의�증가52) 및�

종묘�앞�공원조성에�따른�영향53)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51) 용도�분류�방식에�있어�80년대와�2003년�조사�당시에는�산업�유형�및�취급�품목에�따

라�용도를�표기하였다.�당시�표기�기준으로�음식점을�비롯한�소비재(유통,�판매),�산업재(제

작,�가공,�판매),�서비스업과�관련된�소규모�점포,�또는�영업장이�오늘날의�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볼�수�있다.�현재�용도와의�비교를�위해,�본�연구에서는�‘주거시설’�및�‘근린

생활시설’,�그리고�‘기타시설’로�용도를�재분류하여�표기하였다.�산업�유형에�따라�분류된�

원본�자료는� 2004년�서울특별시에서�발행한� 『서울�도심부�발전계획』을�통해�확인�할�수�

있다.

52) 2003년�당시�종묘�주변�지역에서�귀금속의�유통·판매와�관련된�시설의�수는�전체의�

31.71%(1980년대� 1.21%),� 면적은� 22.32%(1980년대� 0.5%)를� 차지하였다.�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서울특별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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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1980년대�권농동�일대의� 1층�주용

도�(출처:�『서울�도심부�발전계획』,�서울특별

시,�2004,�저자�재작성)

그림� 45 2003년�권농동�일대의� 1층�주용도�

(출처:� 『서울�도심부�발전계획』,�서울특별시,�

2004,�저자�재작성)

본�연구의�대상지인�권농동�일대의�경우에도�블록�내부와�권농동�북측

을�제외하면,�많은�주거시설이�근린생활시설�등의�용도로�바뀐�것을�볼�수�

있다.�특히�종묘�동측,�서순라길에�인접한�지역을�중심으로�상업화가�일어

난�것을�볼�수�있는데,�이�경우�서순라길이�확장·개설된�배경과�과정을�

53) 1970년대부터�종묘�앞�종로변에는�금은방,�시계,�카메라�등�귀금속�관련�업종이�밀집

해�있었는데,�1985년�11월�종묘�앞�공원이�조성되면서�봉익동�일대로�귀금속�관련�업종이�

이전하였다.� (출처:�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 서울특별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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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여�주변�지역에�미친�영향을�살펴볼�필요가�있다.

그림�46 2019년�현재�권농동�지역의�1층�주

용도�(출처:�건축물�대장을�바탕으로�작성)

그림�47 2019년�현재�권농동�지역의�귀금속

산업�관련시설�분포� (출처:� 『창덕궁�앞�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서울특별시,�

2018,�저자�재작성)

그림�46은�현재�권농동�일대의�1층�주용도�현황을�보여주며,�2004년(3

기)과� 2010년(4기)�두�차례에�걸친�지구단위계획�재정비�이후�나타난�용

도�변화를�살펴볼�수�있다.�블록�내부의�주거용�건축물(전체�197동�중�74

동,�37.1%)을�제외한�상당수가�근린생활시설�등으로�상업화된�것을�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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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특히�서순라길에�인접한�지역54)의�경우�권농동� 144-2번지를�제

외한�대부분의�용도가�근린생활시설로�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귀금속� 산업(판매� 및� 제조)� 관련시설의� 분포를� 보면(그림

47),�돈화문로와�같은�간선도로�주변이�아닌,�봉익동�블록�내부와�서순라

길�주변에�집중적으로�분포하는�것을�볼�수�있다.�특히�2003년의�용도�분

포와�비교했을�때,�귀금속�산업군의�영역이�점차�커지면서�봉익동에서�권

농동�지역으로�퍼져나간�것으로�추정된다.�또한�권농동�내�주얼리지원센

터55)가�들어서고,�현행�도심부�계획에서�귀금속�산업과�관련된�마을�만들

기를� 추진56)하는� 등,� 오늘날� 권농동� 일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귀금속�산업이�주된�요소로�자리�잡았다고�볼�수�있다.

54) 서순라길에�직접�닿아있는�필지를�기준으로�집계

55) 2015년�7월�설립

56) 『역사도심�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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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소�결

3장에서는� 권농동� 일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기능적� 요소의�

층위를�시계열적�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시기별�변화의�양상과�현황을�

바탕으로�분석한�오늘날�권농동� 일대�도시공간은�크게� 세� 가지�특성을�

지닌다.

첫째.�도시설계가�적용된�이후에도�필지·가로의�형태와�건축물의�규모�

등�도시�공간의�물리적�특성은�대체로�유지57)되었으나,�건축물�용도의�경

우�그�변화가�뚜렷하게�나타났다.�율곡로�주변의�공원화된�일부�지역을�제

외하면,�권농동�일대의�필지는�주로�대형�필지가�분할되는�과정을�통해�변

화한�것으로�보이며,�이에�따라�대부분의�지역에서�옛�필지의�흔적을�확인

할�수�있다.�가로망�또한�돈화문로에서�율곡로10길,�그리고�내부�소로로�

이어지는�기존의�체계를�그대로�간직하고�있다.�

대상지�내�건축물의�경우,�전체�197동의�중�144동(73.1%)58)이�도시설계�

적용�이전에�형성된�것이며,�지난�30여�년간�단�53건(26.9%)59)의�사용승인

이� 발생하였다.� 건축물의� 층수� 역시� 1층(123동,� 62.4%)과� 2층(47동,�

23.9%)이�대부분을�차지하며,�도시형�한옥�또한�상당수�분포하는�것을�확

인�할�수�있다.�이를�바탕으로�미루어�볼�때,�재개발�해제�이후�권농동�일

대의�물리적�변화는�일정�규모�안에서�더디게�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그러나�대상지�내�용도의�경우�주거�기능이�급격하게�줄어들고�대부분�

상업화-귀금속�관련�산업�중심-된� 것을�확인할�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용도�변화는�도시설계가�적용된�초기�단계60)인�1980년대와�2003년�사이

57) 현행�도심부�관리�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에�따르면,�권농동�일대를�비롯한�돈화

문로�주변�지역이�이�같은�특성을�지니며,�이를� ‘조선시대�도시평면’이�남아있는�곳으로�

지칭한다.�(참고:�『역사도심�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5)

58) 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자�기준

59) 1988년�이후� 16년�동안� 26건(약� 1.6건/연),� 2004년�이후� 6년�동안� 14건(약� 2.3건/

연),�2010년�이후�9년�동안�13건(약�1.4건/연)

60) 앞의�시기�구분을�기준으로,�1기�후반과�2기에�해당한다.



-�79�-

에서�뚜렷하게�관찰된다.�이러한�물리적�환경�변화와�용도�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속도�차이,�그리고�서로�다른�양상은�권농동�일대에�적용된�시기

별�도시계획의�세부�지침을�분석함으로써�그�원인을�밝힐�필요가�있다.

둘째.�1990년대�이후�나타나는�서순라길�일대의�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

다.�앞서�대상지�내�가로와�필지,�건축물�등�물리적�변화를�분석하는�과정에

서,�1980년대를�시작으로�율곡로�주변�주거지가�철거된�것을�확인할�수�있

었으며,�특히�1990년대�서순라길이�개설·확장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주변�

필지와�건축물의�변화를�확인할�수�있었다.�또한�현장�답사를�통해�도로�확

장의�과정에서�각�건물의�일부�또는�전체가�철거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를�바탕으로�추정컨대,�지정문화재인�창덕궁과�종묘�주변�지역이라는�

특성이�순라길�일대의�변화를�만들어낸�주요�원인으로�판단되며,�그로�인

한� 1990년대의�도로�확장�공사가�서순라길�일대의�용도�변화-주거�감소�

및�상업화-를�만들어�낸�것으로�볼�수�있다.�이�역시�추가적인�논의를�통

해�시기별�도시계획의�내용을�분석함으로써,�서순라길�일대의�형성�배경과�

함께�시기별�계획의�변화를�확인하고자�한다.�

셋째.�현재�권농동�일대에�분포하는�건축물은�각각의�물리적�특성을�고려

할�때,�다음과�같이�크게�세�유형으로�나눌�수�있다.�먼저,�가장�수가�많은�

유형은�재개발�구역�지정�이전에�지어진�도시한옥으로,�건축물�대장에�상세

히�기재되지�않은�목구조�건축물을�포함한다면�총�123동,�전체의�62.4%를�

차지한다고�볼�수�있다.�그�다음은�재개발�해제�이후�신축된�비-목구조�건

축물로,�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등�총�66동,�전체�건축물의�33.5%가�여

기에�해당된다.�마지막으로�2010년�이후�신축된�2층�한옥(목구조를�기본으

로�일부는�철근콘크리트�병용)이�총�8동으로,�전체의�4.1%를�차지한다.

그�중�2층�한옥의�경우�2010년�지구단위계획의�재정비�이후�신축된�건

축물의�61.5%(13건�중�8건)를�차지하는데,�이는�향후�권농동�일대의�공간�

변화를�예측함에�있어�특별히�주목해야할�현상이라�볼�수�있다.�특히�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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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층�한옥은�기존�도시형�한옥과�확연히�구별되는,�그리고�공통된�건축

적�특징을�보이므로,�추후�서울시의�한옥정책과�지구단위계획�등�관련�도

시계획을�검토하여�그�등장�배경을�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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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권농동�일대�공간�변화의�원인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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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시기별�개발규모�및�용도�관리�방향의�변화

본�절에서는�앞서�3장에서�살펴본�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특성�중,�물

리적�환경의�변화와�용도�변화에서�나타는�특성에�주목한다.�특히�도시설

계의�적용�이후�필지�및�가로의�형태,�건축물의�규모가�대체로�유지된�반

면,�용도�변화가�급격하게�발생한�배경과�원인을�밝히기�위해,�시기별�도

시설계�및�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한�계획의�세부지침을�분석하기로�한다.�

4.1.1�2기�:�한옥주거지�보존을�위한�세부�계획의�부재

1988년�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의� 세부� 지침은� 대체로� 1985년에� 수립된�

『율곡로�대학로�도시설계』의� 내용이�반영되었다.� 앞서� 2장에서도�살펴보

았듯,�당시�도시설계에서는�종묘�주변의�영세,�노후한�건물을�경관을�저해

하는�주된�요인으로�보았고.�가로변의�상업기능이�가구내부로�점차�확산됨

에�따라�한옥주거와는�이질적인�건물형태와�용도로�인해�기존환경의�질서

가�파괴되는�상황을�지적하였다.

그림� 48 1985년� 돈화문로� 일대� 규제계획도� (출처:� 『율곡로� 대학로� 도시설

계』,�서울특별시,�1985,�저자�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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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농동� 일대� 공간구조의� 이원성-가로변� 상가,� 가구내� 주택지-을�

유지(그림�48)하고,�창덕궁과�종묘�등의�역사경관을�보전하는�방향으로�계

획을�구상하였다.�특히�서순라길�일대는�가급적�소규모�개발을�유도하고,�

가구내부의� 경우� 최대한� 기존� 저층� 한옥이� 분포하는� 전통적� 공간구조를�

유지하는�방향을�제시하였다.�당시�계획에서�권농동�일대에�적용된�세부계

획,�즉�민간부문�시행지침의�주요�사항은�아래�표�18과�같다.

①�대지규모:�권농동�일대�대지규모의�최소한도는�200제곱미터,�최대한도

는�660제곱미터로�제한한다.

②� 높이� 및� 건폐율:� 권농동� 일대는�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문화재에� 의한�

앙각규제에�해당되는�지역으로,�최고높이�2층�또는�8m�이하,�최대�건

폐율�60%가�적용된다.

③� 용도:� 도심부� 내� 상업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용도제한을� 적용한다.�

단독주택,� 일부�근린생활시설61),� 2층� 이하의� 연립주택,�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이외의�용도는�입지할�수�없다.

표�18 1988년(2기),�권농동�일대�도시설계�민간부문�시행지침의�일부

물리적�환경에�대한�계획의�경우,�대지�규모,�층수,�건폐율�제한을�통해�

이질적인�규모의�개발을�억제할�수�있었다.�그러나�계획의�구상�단계에서�

제시한�한옥주거지�보존에�대한�구체적�실천�방안이�마련되지�않았다.�특

히�한옥�건축에�대한�의무�규정�또는�인센티브가�부재하였고.�그�결과�시

간이�지남에�따라�기존�목구조�한옥이�철근콘크리트�또는�기타�구조의�신

축�건축물로�대체되었다.

용도�계획의�경우�일부�소규모�근린생활시설을�허용함에�따라�점진적으

로�상업화(3장의�그림�45와�46)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용도�계획에�

61) 바닥면적�500㎡�미만의�슈퍼마켓,�소매점�또는�바닥면적�1000㎡�미만의�대중음식점,�

제과점,�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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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권장용도�및�불허용도로�규제하는�것이�아닌,�제한된�범위에서�입지�

가능한�일부�용도만을�지정하는�방식으로�관리하였으나,�이후�귀금속�산업

을�중심으로�하는�소비재�유통·판매�시설62)이�블록�내부로�침투하였고,�

이와�관련된�주거�부적합�용도가�기존�건물에�확산되면서�블록�내부의�정

주�환경이�더욱�악화되었다고�볼�수�있다.63)

즉,�용도와�관련된�세부�지침에서�나타나는�일부�허용�범위-근린생활시

설�중�소매점-로�인해�점진적인�상업화가�발생했으며,�이�같은�변화는�초

기�도시설계�단계에서�제시한�주요�목표인� ‘주거�용도의�보전’을�저해하

는�결과를�만들었다고�볼�수�있다.

4.1.2�3기�:�용도복합과�주거지�보존�사이의�모순

앞서�2장에서�살펴보았듯,�2004년�수립된�지구단위계획에서는�슬럼화된�

이면부의�활성화,�기존�도시조직�보전,�그리고�주거환경�보호�및�이질용도�

침투�방지를�주요�목표로�설정하였다.�전체적인�방향은�이전의�계획과�유

사하다고�볼�수�있으나,�주거�이외의�용도에�배타적인�태도를�보였던�기존�

계획과는�달리,�용도�복합�유도�및�특화용도�지원을�통해�블록�내부�공간�

환경을�개선하고자�하였다.�특히�허용용도를�기준으로만�작성되었던�기존�

계획에서의�용도관리�문제를�지적하였고,�이를�권농동�일대의�열악한�환경

이�조성된�원인�중�하나로�꼽았다.�

이�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2004년�지구단위계획에서�권농동�일대에�

적용된�민간부문의�주요�시행지침은�다음과�같다(표�19).

62) 대부분�소규모�시설로,�도시설계에서�허용되는�‘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의�범위에�포

함된다.

63) 2004년�지구단위계획�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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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지규모:�최소한도�규정�삭제,�블록별�최대개발단위�적용

②�높이�및�건폐율:�최고�높이는�2층(8m)이하,�건폐율은�70%�이하로�제한

한다.�공공용지를�제공하거나�권장용도를�수용할�경우,�또는�전통적�양

식으로�건축물을�계획할�경우�건폐율�제한을�최대�80%까지�완화한다.

③�용도:�개발규모에�제한이�많은�지역으로,�주거복합,�귀금속관련업종,�문

화관련업종으로�권장용도를�지정한다.�

표�19 2004년(3기),�권농동�일대�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시행지침의�일부

먼저�가로�및�필지,�건축물�등�물리적�환경과�관련된�계획을�살펴보면,�

대상지�일대의�도시조직을�보존하고자�하였던�이전�도시설계의�방향을�대

체로�유지했음을�알�수�있다.�그러나�대상지�내�개발제한�규모를�설정함에�

있어�일부�내용의�차이를�보이는데,�소규모�필지의�개발을�유도하기�위해�

기존�계획에서�설정한�최소대지규모한도를�삭제하고,�기존�가로체계와�필

지�형태의�유지를�위해�대상지�내�필지의�입지�특성을�반영하여�최대개발

단위를�설정(그림� 49),� 합필에� 의한� 개발� 시�이를�따르도록�규정하였다.�

건축물의�최고�높이는�2층으로�유지되었으며,�신축되는�건물의�용도,�형태

에�따라�건폐율�완화�규정을�신설하였다.

그림�49 권농동�일대에�설정된�블록별�최대개발단위�(출처:�『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및�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도서』,�

서울특별시,�2004,�저자�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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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용도와�관련된�세부지침은�이전�계획과�전혀�다른�양상을�보인다.�

블록�내�일부�지정�용도만을�허가하는�기존�계획과는�달리,�본�계획에서는�

권장�및�불허용도를�지정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특히�돈화문로�동측,�

권농동�일대에�해당하는�지역의�경우�개발규모에�제한이�많은�것을�고려하

여�주거복합,�귀금속�관련�업종(봉익동),� 문화관련�업종(권농동,�봉익동)으

로�권장용도를�지정하였다.�또한�권농동�블록과�봉익동�북측�블록의�경우�

단독주택�및�공동주택�건축�시�다른�용도와의�복합64)을�권장하였다.

그러나�3장에서의�분석을�통해�유추할�수�있듯,� 2004년�이후에도�권농

동�일대의�도시�공간은�필지�및�건축물의�규모�등�일부�물리적�환경만�유

지되었고,�대상지�내�주거�기능의�감소�및�상업화는�계속�진행되었다.�대

상지�내�용도복합�및�특화용도의�지원이�결과적으로�근린�등�상업시설의�

유입을�가속화하고,�주거지를�축소시킨�촉매로�작용했다고�볼�수�있으며,�

문제인식�단계에서�설정한�목표인�‘주거환경�보호�및�이질용도의�침투�관

리’를�충분히�달성하지�못했다고�볼�수�있다.

용도관리에서의�이러한�결과는�계획�방향의�설정�단계에서부터�그�원인

을�찾을�수�있다.�본�지구단위계획을�재정비�할�당시�주거환경�보호를�주

요�목표로�삼았으나,�대상지�활성화를�위해�블록별�특화용도(당시�봉익동�

일대의�귀금속�판매업,�아래�그림�50,�51�참고)를�지원하는�것�또한�계획

의�목표에�포함하였고,�그�결과�용도복합�및�권장용도를�세부�시행지침에�

반영하는�과정에서�모순이�나타나게�된�것으로�보인다.�

또한�앞서�살펴본�2000년의�도심부�계획에서�‘개발과�보존의�조화’를�주

된�방향으로�설정하였음에도,�실제�지구단위계획에서는�여전히�도시�공간의�

‘보존’과�관련된�구체적�대상과�실천방안이�마련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64) 이는�2004년�당시�적용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내용을�따른�것으로�볼�수�있

다.�2004년�9월�24일�시행된�본�조례의�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

물)에�따르면,� ‘단독주택으로서�다른�용도와�복합된�것’과� ‘다른�용도와�복합되고�주거용

으로�사용되는�부분의�면적이�연면적�합계의�70펴센트�이하인�공동주택’에�한해�상업지역�

내�주거�건축이�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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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2003년� 권농동� 일대�

귀금속�관련�소비재�산업의�분포�

(출처:�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특별시,�2004,�저자�재작성)

그림�51 돈화문로�주변�용도특성화�계획� (출처:� 『돈화문

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도서』,�서울특별시,�2004,�저자�재작성)

4.1.3�4기�:�주거용도의�배제와�전통문화거리�조성

2010년�수립된�지구단위계획�또한�이전�계획과�같이�권농동�일대를�개

발속도가�느린�지역으로�바라보았고,�이에�대한�문제인식을�찾아볼�수�있

다.�그러나�낙후된�환경을�개선·개량의�대상으로�바라보았던�기존�계획과

는�달리�지역�활성화를�위해�활용할�수�있는�기회�요소로�바라보았다.

특히�블록�내부를�보존이�필요한�한옥�주거지로�바라보는�것이�아닌,�방

문객을�유도할�수�있는�관광거점으로�조성하고자�하였는데,�앞서�3장에서�

분석한�용도�변화의�양상을�통해�추정해보면,�2010년�계획을�수립할�당시�

권농동�일대를�더�이상�주거지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없는�지역으로�판

단한�것으로�보인다.�여기에는�앞서�두�차례의�도시설계와�지구단위계획을�

거치면서도�통제가�되지�않았던�주거지�보존�문제와�함께,�급격한�블록�내�

상업화의�영향이�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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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문로�및�권농동�일대가�지닌�역사적�장소성을�살리지�못하는�이전�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돈화문로� 일대를� ‘전통문화지

역’으로�특화시키기�위한�용도�계획�방향을�설정하였다.�권농동�일대의�경

우�전통문화거리�및�귀금속�거리를�조성하는�방향을�설정함으로써�장소성

을�강화하고자�하였다.

①�대지규모:�최대개발규모�330㎡�이하65),�대지�분할은�150㎡�이상

②�높이�및�건폐율:�최고�높이는�2층(8m)이하,�건폐율은�70%�이하로�제

한한다.

③�용도:�귀금속�및�문화관련�시설과�전통공연장을�권장용도로�지정하며,�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의� 경우� 전통공방,� 전통체험시설과�복합된� 것에�

한해�권장용도로�정한다.

표�20 2010년(4기),�권농동�일대�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시행지침의�일부

이와�관련된�세부지침을�살펴보면,�대상지�내�주택의�건축�시66) 전통문

화와�관련된�특정�용도와의�복합을�권장하는�세부조항을�추가하는�등,�한

옥밀집지역67)으로�대표되는�문화·상업공간으로서�권농동� 일대만의� 정체

성을�철저히�확립해�나가고자�하는�의도를�찾아볼�수�있다.

이는�오늘날에도�적용되는�지구단위계획으로,�계획이�수립된�이후�10년째

를�맞이하고�있다.�앞서�3장의�분석을�통해�살펴보았듯,�가로�및�필지를�포

함한�권농동�일대의�물리적�환경은�그�동안�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건축

물의�경우에도�합필�없이�기존�대지�안에서�신축이�이뤄지며,�대부분� 2층�

65) 한옥으로�건축하는�경우,�공동개발�계획이�수립된�대지,�기존�대지규모가�최대개발규

모를�초과한�대지는�예외

6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32조에�따라,�일방상업지역안에서는�단독주탞(다른�용도

와�복합된�것은�제외한다)과�공동주택(주거외의�용도와�복합된�것은�제외한다)을�건축할�수�

없다.

67) 대상지�내�‘한옥건축지정’과�관련된�것으로,�4장�3절에서�자세하게�다루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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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규모를�지닌다.�이를�통해�권농동�일대�개발규모의�통제는� 1988년�

도시설계가�적용된�이후부터�일관된�방향으로�유효하게�작동하고�있음을�알�

수�있으며,�앞으로도�이�같은�기조가�유지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용도� 변화의�경우,� 2003년� 이후�최근까지�꾸준히�감소하여�온�권농동�

일대�주거의�비율과,�주거의�용도�복합을�적극적으로�유도하는�2004년�이

후의�일관된�지침을�고려�할�때,�현재�주거�기능이�남아있는�블록의�내부�

또한�가까운�미래에�완전히�상업화될�것으로�예상된다.�본�절에서�살펴본�

권농동� 일대의� 시기별� 도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의� 방향과� 세부� 지침의�

변화를�정리하면�아래�표�2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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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1988년�이후 2004년�이후 2010년�이후

2기 3기 4기

문�제

인�식

·불량주택�밀집지역

·종묘주변�경관저해

·한옥주거지�보존의�필요성�

제시

·슬럼화�된�이면부

·종묘주변�경관관리

·기존�도시조직�보존

·주거환경�보호�및�

이질용도�침투관리

·낙후된�물리적�환경

·오래된�환경을�기회요소로�

활용

·한옥의�멸실�및�노후화,�

변형에�따른�보존�대책�

필요

계�획

방�향

·개발규모제한

·주거용도권장

·개발규모제한

·주거용도권장

·근린�및�문화관련�용도�

권장

·개발규모제한

·한옥�신축�유도,�일부�지역�

의무화

·전통문화거리�조성

건

축

물

규�

모

·2층�이하(8m)

·건폐율�60%�이하

·2층�이하(8m)

·건폐율�70%�이하�

(권장용도�수용�및�전통�

양식�계획시�최대�80%)

·2층�이하(8m)

·건폐율�60~70%�이하�

(건폐율�완화�조건�준수시�

최대�80%)

·용적률�600%�이하

형�

태

·형태�및�외관�관련�세부�

계획에�따름

·순라길�구역�비한옥�

건축물은�신축이외의�

건축행위만�가능

대지규모
·최소�200제곱미터

·최대�660제곱미터

·블록별�최대개발�단위�

구분

·최대�330제곱미터

용�

도

권�

장

용�

도

*다음의�용도�이외는�불가

·단독주택

·2층�이하�연립주택

·바닥면적�합계�

1,000제곱미터�이하의�

일부�근린생활시설�

(소매점,�대중음식점,�

제과점�등)

·노유자시설,�근린공공시설

·단독주택,�공동주택�(다른�

용도와�복합된�것에�한함)

·공연장,�전시장,�기념관,�

박물관

·귀금속�및�전통관련

·단독주택,�공동주택�(전통�

관련�시설과�복합된�것에�

한함)

·귀금속�관련,�전통공연장,�

박물관,�미술관,�체험관�등

불�

허

용�

도

·숙박시설,�위락시설,�

예식장,�관람장,�의료시설,�

귀금속�관련이�아닌�판매�

및�영업�시설�등

·숙박시설(관광숙박�제외),�

위락시설,�예식장,�관람장,�

의료시설,�귀금속과�전통�

관련이�아닌�판매�및�제조�

시설

비�고
·1985년�율곡로·�대학로�

도시설계�기준

·2004년�10월�고시 ·2010년�2월�고시

·현행�계획

표�21 시기별�도시설계와�지구단위계획에�따른�개발규모�및�용도관리�계획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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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문화재�주변�공간,�서순라길�일대의�변화

본�절에서는�권농동�일대�서순라길이�개설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도시�

공간의�변화에�주목한다.�서순라길이�개설되기�이전의�시기부터�시작해�그�

조성�배경을�살펴보고,�이후�확장�및�개설과정에서�나타나는�주변�지역의�

변화를�분석한다.�또한�2010년�지구단위계획의�재정비�이후�나타나는�서순

라길의�새로운�장소성에�주목하며,�향후�도시재생에�따른�변화를�예측한다.��

4.2.1� 1980년대�이후,�문화재�보호구역�지정에�따른�한옥�

주거지�철거

1950년대�후반,�당시�권농동�일대에�좀도둑이�들끓는�탓에�정부에서는�

서순라길의�통행을�막았고,�이후�시간이�지남에�따라�주민들이�종묘�돌담�

앞까지�집을�늘려,�돌담을�도배해서�벽처럼�쓰거나�장독대�등을�올려놓는�

뒷마당으로�사용하게�되었다.68) 아래�그림�52를�통해서�알�수�있듯,�당시�

순라길은�종묘�담장에�닿아있는�건물들로�인해�통행이�불가능한�지역이었

으며,� 1984년� 종묘정비계획에서는� 이러한� 주택군을� 두고�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는�무질서한�요소로�지적하기도�하였다.69)

그러나� 1976년�권농동�지역의�재개발이�해제된�이후에도,�종묘에�인접

한�서순라길�일대는�개발이�이뤄지지�않았는데,�이는� 1962년�문화재보호

법이�제정되면서� ‘문화재�보호구역70)’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권농동�

6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1/2013061102310.html

69) 『종묘정비계획(조경)』,�문화재관리국,�1984

70) 지정문화재의�보호를�목적으로,�해당문화재의�점유면적을�제외한�주변�지역을�대상으

로�한다.�문화재의�종류에�따라�그�범위가�다르게�적용되며,�문화재와의�관련성�및�경관�

등을�고려하여�보호에�필요한�최소한의�구역만�보호구역으로�지정된다.�권농동�일대�재개

발이�해제될�당시�보호구역�지정과�관련된�법령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1973.6.28.)�제9조(사적�보호구역�지정기준)�법�제11조�및�영�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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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의�경우�종묘에�인접한�지역인�까닭에�그�일부가�보호구역에�포함71)

되어�건물의�신·개축이�불가능한�상황에�놓이게�되었다.

그림� 52 1985년�당시�종묘�담장�주변의�민

가�현황.� 굵은�선과�번호로�표시된�곳이�민

가와�담장이�맞닿은�구역이다.� (출처:�국가기

록원,�관리번호�DA0219264)

이처럼,�종묘�주변�건물의�도로�점유�문제와�더불어�서순라길�일대의�필

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자생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놓이게�되면서,�서울시는�종묘�주변을�둘러싸는�도로�개설�계획을�

세우게�된다.� 1960년대�수립된�종묘�주변을�순환하는�폭� 20m,� 총�길이�

1,110m의�미화도로�신설�계획(그림� 53,� 54)을�시작으로72),� 1985년에�작

의�규정에�의한�사적의�보호구역의�지정기준은�다음과�같다.� 5.사지·사우지·전묘지·고

궁�등은�담장�또는�경계선에서�5미터�내지�50미터�이내의�구역

71) 부록�도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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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도시설계에서는�종묘�담장을�따라�도로를�정비하는�계획안(그림�55)

이�제시되었다.�이후�1990년대에�들어서면서�구체적인�실행방안이�논의되

기�시작하였는데,�1993년�수립된�『서울�600년�사업계획73)』에서는�도심의�

사적지,�문화시설,�공원�등을�거점으로�하는�보행순환로�조성�사업의�일환

으로,�종묘와�창덕궁을�연결하는�역사문화�탐방로를�계획하였다.�

그림� 53 1967년� 서울도시계획� 전시장에� 진열된�

종묘주변도로계획� 조감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저자�재작성)

그림� 54 1968년� 종묘주변� 도시계획가

로�대상�구역� (출처:� 국가기록원,� 관리

번호�BA0866575,�저자�재작성)

그림� 55 돈화문로� 주변� 도시설계� 구상� (출처:� 『율곡로� 대학로� 도시설계』,� 서울특별시,�

1985,�저자�재작성)

72) 이�당시에는�문화재관리국과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가로계획안이�철회되었다.�『도

시계획가로(종묘주변)신설요청』,�국가기록원,�관리번호�BA0866575,�1968�

73) 『서울�600년�사업계획』,�서울특별시,�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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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1차선�일방통행로이자�보차공존도로�결정되면서,� 1993년� 4

월�현상변경�허가�신청을�시작으로�공사가�시작되었다.�문화재�보호구역에�

걸친�서순라길�일대�토지가�도로부지로�수용되었고,�마침내� 1995년� 6월,�

종묘입구에서�율곡로에�이르는�총�길이�572m,�폭�8m의�서순라길이�개설�

되었다.

그림�56 종묘서측�순라길�조성도�(출처:�『역사�문화�탐방로�조성계획』,�서울특별시,�1994)

그림� 57 봉익동,� 권농동� 일대� 도로개설구간� (출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A0026130,�

1994,�저자�재작성)

서순라길의� 개설과� 더불어,� 1997년에는� 권농동� 북측�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종묘�북서측�담장에�인접한�낡은�집들이�철거(한옥�10동을�포함,�총�

30동)�되었다(그림�59).�당시�율곡로�조성�이후�기존�주택들이�남아�있는�

상황이었으며,�이�지역�역시�문화재�보호구역�지정에�따라�건축�행위가�불

가능하여�건물이�노후화되었고,�종묘담장과�바로�맞닿아�있어�관리상의�문

제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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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1954년�돈화문�주변�주택가�전경�(출처:�

임인식․임정의,� 『그때그모습』,� 발언,� 1995,� 저자�

재작성)

그림� 59 종묘에� 인접한� 서순라길� 일대�

주거지의� 철거�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

사진�서비스)

이처럼�서순라길�일대는�종묘에�인접한�지역이라는�특성으로�인해�1960년

대�문화재�보호구역�내�정비�대상으로�포함되었고,�보호구역�내�건축�활동�

규제에�따라�오랜�기간�슬럼화�되는�과정을�거쳤다.�이후�도시계획도로로�지

정,�도로를�개설하는�과정에서�주변�건물이�대부분�철거되었고,� 필지의�분

화·협소화로�인해�신규�건축�활동에�제약이�생기면서,�기존의�주택이�소매

점�등의�용도로�전환되었다.�그�결과,�서순라길�일대는�2000년대까지�낙후

된�물리적�환경과�함께�상업화�된�특성을�지닌�지역으로�유지되었다.

1990년대에�발생한�서순라길�일대의�급격한�변화는�종묘와�창덕궁�등�

주요�문화재�주변의�보호구역�설정�및�정비�과정에�있어,�주변의�오래된�

도시조직을�‘역사적�가치를�지닌�보존의�대상’으로�고려하지�못한�결과라�

볼�수�있다.75) 또한�1980년대�도시설계�과정에서부터�한옥�주거지�보존에�

대한�문제�인식76)이�있었음에도�불구,�이를�실천하기�위한�구체적�계획이

나�제도적�보호�장치가�부재했던�것�역시�아쉬움이�남는�부분이다.77)

74) 「종묘�북서측�주택�공원�편입」,�『매일경제』,�1997.10.16

75) 도심부의�한옥,�도시평면�등�구체적�대상이�역사문화자원으로�고려된�것은�2012년�수

립된�『서울�사대문안�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이후의�일이다.�2장의�내용�참고.

76) 본�논문의�2장�2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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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010년�이후,�새로운�장소성의�부여

①�2010년�지구단위계획�재정비:�한옥�및�전통문화거리�조성

1995년�서순라길이�개설된�이후,�권농동�내�종묘�주변�지역의�관리�방

식78)은�기존�도시설계�및�지구단위�계획의�지침을�따르는�방향에서�유지

되었다.�그러나� 2010년�지구단위계획이�재정비�되는�과정을�통해�서순라

길�일대는�전환기를�맞이하게�되는데,�주요�공공사업의�대상으로�조명되었

다(표�22)79).�이러한�변화의�배경으로는�서순라길의�개설�이후�주변�지역

의�상업화80)가�발생하였고,� 2009년� 권농동� 일대가�한옥밀집지역으로�지

정81)된�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10년�수립된�지구단위계획의�세부적인�사항을�살펴보면,�돈화문로�일

대의�‘역사문화거리�조성’의�일환으로,�순라길�일대를�‘전통문화거리’,�그

리고�‘한옥상가거리’로�조성하고자�하는�계획을�확인할�수�있다.�또한�순

라길�주변�구역을�위주로�한옥�건축�지정�구역을�설정하여�한옥의�신축을�

적극적으로�유도하는�등,� 기존�지구단위계획의�소극적인�관리�방식-종묘�

주변�지역으로서�건축물의�높이�및�돌출경관�통제-에서�한걸음�더�나아가�

서순라길�일대를�특정한�방향-한옥이�밀집한�관광거리-으로�가꾸어�나가

고자�하는�의도를�보인다.

77) 대상지�내�신규�건축�행위에�한해�적용될�수�있는�도시설계�및�지구단위계획의�특성

상,�기존�건축물의�보존과�보호는�계획의�범위에�포함되지�못하였다.��

78) 주로�종묘에서�외부로의�조망경관을�보호하는�차원에서,�서순라길�일대는�건축물의�높

이를�제한하는�방식으로�관리되었으며(부록�참고),�이는�시기별�도시설계�및�지구단위계획

에�반영되었다.(시기별�지구단위계획�내�민간부문�시행지침,�건축물의�높이계획�참고)

79) 공공부문�추진사업에�있어�순라길�전통문화거리�조성과�관련된�사업이�총�5건으로,�전

체(13건)의�38.5%에�달했다.

80) 본�논문의�3장�3절�참고

81) 권농동�일대�한옥밀집지역에�따른�도시계획의�변화는�본�논문의�4장�3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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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엄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비고

순라길변�한옥상가거리�

조성사업

·순라길�확폭�시�변형된�

주변�한옥을�

신축·개보수�하고�

전통공예품�판매시설로�

활용하여�순라길의�

장소적�특성�부여

·노후건축물�매입�후�

한옥�신축

·매입이�어려운�

노후건축물의�경우�

개보수�비용�지원

문화시설3�조성사업

·기존�주차장�부지를�

매입,�한옥을�신축하여�

순라길�전통문화거리의�

거점�조성

·한옥�신축�이후�인접한�

한옥밀집지역에�대해�

개보수�비용�지원

·2017년,�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

순라길변�전통마당�

조성사업

·순라길�주요�결절부의�

가로�공간에�한옥과�

연계된�전통마당�조성,�

거점�시설�및�보행자�

휴게�공간�제공

·결절부�마당조성�시�

전통적�분위기의�바닥�

포장재�설치

·벤치�등�휴게시설�설치

순라길변�공공보행통로�

조성사업

·기존�골목길�구조를�

유지한�소규모�공공�

보행통로를�개설하여�

지역민과�방문객의�편의�

증진

·일부�부지를�매입하여�

순라길과�연계되는�

공공보행통로�개설

순라길�가로분위기�

업그레이드�사업

·민간�건축의�개선을�

통해�보다�매력�있는�

관광거리�조성

·차없는�거리�확대운영

·순라길�경관협정사업

·공공부문�환경개선

표�22 순라길�전통문화거리�조성과�관련된�공공사업�추진계획� (출처:�『돈화문로�제1종지

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2010)�

②�2018년�도시재생활성화계획:�귀금속�특화거리�조성

서순라길�일대를�권농동�및�돈화문로�지역�활성화의�거점으로�조성하고

자�하는�움직임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래�표� 24는� 2018년�

수립된� 『창덕궁�앞�도성한복판�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내용�중�서순라길

과�관련된�내용으로,�한옥공방�조성,�귀금속�특화골목�조성�등�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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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련된�내용이�주를�이룬다.�이는�상위�계획인�『역사도심�기본계획』에

서�제시한�과제�중�권농동�일대의�관리지침에�해당하는�사항(표�23)을�반

영한�것으로,�기존�지구단위계획의�방향에�귀금속�특화거리�조성과�관련된�

사항이�추가되었다고�볼�수�있다.

구�분 공공부문�지침 민간부문�지침

종묘�주변�

경관관리

·동·서순라길�보행중심�탐방로�조성�

종묘�담장의�역사경관과�조화되는�

보행중심가로�조성�및�보행자�우선의�

보차혼용도로�운영

·종묘�동·서순라길�주변�건축물�관리�

종묘�내부에서�외부로의�조망과�종묘�

담장과의�조화로운�역사적�가로경관�

형성,�재료,�색채,�옥괴광고물�규제�

서순라길�주변은�한옥지정구역�유지,�

한옥상가거리�조성�유도

한옥밀집지역 ·한옥밀집지역�마을만들기�

한옥밀집지역의�역사환경을�유지,�

낙후된�환경�개선

·한옥밀집지역�내�건축물�관리��

대지규모,�형태,�높이,�용도�등�관리

귀금속�산업�

집적지*

·귀금속�산업�집적지�산업형�마을만들기�

귀금속특화거리�조성,�관련�

산업공동체를�중심으로�산업진흥�및�

환경개선�주도

·귀금속�산업�집적지�건축물�관리���

높이,�배치�규제�및�귀금속�관련�용도�

권장

표� 23 현행� 도심부� 관리� 계획에서� 수립된� 서순라길(돈화문로구역)� 일대의� 관리지침�

(출처:�『역사도심�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5)

보행량이�적고,�노후화된�서순라길�일대의�문제를�지적하였으며,�인접한�

귀금속�산업�및�전통공예�산업을�활용하여�전통문화거리로�활성화하는�데�

목적을�두었다.�또한�종묘�주변�경관�관리의�대상으로�서순라길을�다루었

는데,�가로환경의�정비�및�주변�건축물의�경관�관리가�요구되는�점으로�볼�

때,� 서순라길�일대를�여전히� ‘문화재�주변�지역’의�관점에서�접근하고자�

하는�의도가�남아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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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엄명 사업내용 비고

서순라길�

공방특화가로�

조성

서순라길�

가로환경정비사업

·걷고�싶은�종묘�돌담길�조성

·거점공간�특화�및�보도�정비

·마중물�사업

한옥�수선비용�지원을�

통한�한옥공방�조성�유도

·순라길�주변�한옥밀집지역�지정�및�

수선비용�지원

귀금속�

특화골목�

조성

귀금속�거리�등�골목환경�

개선�및�지중화

·귀금속�밀집지역의�골목�특성을�살릴�

수�있도록�도로�포장�등�환경�개선

귀금속�골목�광장�조성 ·지역�내�민간부지를�활용한�소규모�

광장�조성�및�건축물�정비�유도

·대상지�외�봉익동�

블록

기존�

산업자원과�

창의적�

성장동력의�

융복합�지원

서순라길�행사�프로그램�

활성화

·전통문화�및�귀금속�산업을�활용한�

체험행사/프로그램�운영

·마중물�사업

주얼리�지원센터�건립�및�

운영

·봉익동�일대�귀금속�산업�지원 ·2017년�건립

표�24 서순라길�특화산업�기반�공예창작거리�조성과�관련된�단위사업� (출처:� 『창덕궁�앞�

도성한복판�도시재생활성화계획�보고서』,�서울특별시,�2018)�

그림� 60 서순라길� 거점공간� 특화� 및� 보도�

정비� 계획� (출처:�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 서울특별시,�

2018)

그림� 61 순라길�한옥공방특화가로�조성�계획�

(출처:�『창덕궁�앞�도성한복판�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보고서』,�서울특별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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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2010년�지구단위계획과�2018년�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나타나

는�서순라길에�대한�접근�방식은�이전�도시계획의�내용과�비교했을�때�상

당한�차이를�보인다.�종묘�주변의�경관�관리,�높이�규제�등�물리적�환경의�

정비만을�고려했던�기존�계획과는�달리,�2010년�이후의�두�계획에서는�서

순라길�일대의�용도를�고려한�계획이�등장하였다.�두�계획�모두�서순라길�

일대의�상업화를�그대로�받아들이고,�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지역�활성

화의�수단으로�만들고자하는�의도를�보이는데,�특히�귀금속�및�전통문화와�

관련된�시설을�집중적으로�육성하여�서순라길�일대에�새로운�장소성을�부

여하고자�하였다.�이러한�변화는�주요�문화재인�창덕궁,�종묘와�인접한�지

역이라는�서순라길의�입지�특성과�함께,�최근�권농동�일대에�귀금속�관련�

시설이�증가한�상황에서�그�배경을�찾을�수�있으며,�협소한�필지�내�한옥

의�신축�등�물리적�변화를�유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기�때

문으로�사료된다.

그림� 62 구도심�내�지정문화재�및�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의�현황� (출처:� 『서울�사대문안�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2,�저자�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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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위�계획에서�나타나는�서순라길에�대한�접근�방식의�변화는�단순

히�낙후�지역의�도시재생만이�아닌,�도심부�내�문화재�주변�공간을�다루는�

데�있어�새로운�방법론을�제시할�수�있다.�특히�종묘�주변의�정비�과정에

서�이른바�‘공백지대’로�남겨진�서순라길을�지역�활성화의�거점으로�활용

하고자�하는�태도는,�문화재�주변�공간을�‘경관관리�및�높이관리의�대상’

으로만�바라보았던,�기존의�보존�중심�계획에서�한걸음�더�나아간�것으로�

볼�수�있다.�이는�문화재의�경계부의�기능을�단순히�문화재�보호를�위한�

완충지대이자�유휴공간에�한정하지�않고,�주변�지역과의�새로운�관계를�만

들어�나가는�공간으로�발전시킬�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또한� 5대�궁궐과�한양도성�등�대규모�면적을�지닌�문화재가�다수�분포

하는�서울�도심부의�특성상(그림�62),�종묘�주변�지역인�서순라길�일대에

서�나타날�도시�공간의�변화는�향후�도심부�계획�수립에�있어�중요한�선

례가�될�수�있다.�



-�102�-

4.3�‘권농동형�2층�상업용�한옥’의�등장

본�절에서는� 2010년�지구단위계획의�재정비�이후�나타나는�신축한옥의�

등장�배경을�살펴보고,�기존�도시형�한옥과�구분되는�건축적�특징을�살펴

보고자�한다.�또한�도심부�내�한옥밀집지역으로�함께�지정된�인사동�및�익

선동�지역과의�비교를�통해�권농동�일대�한옥�관리�방식의�특수성과�보편

성을�밝히고자�한다.

4.3.1�한옥밀집지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의�변화

권농동�일대에�분포하는�2층�상업용�한옥의�등장과�관련하여�그�제도적�

배경을�살펴보기�위해,�먼저�2008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2008년�12월,�

서울시는� 2018년까지� 3,700억원을� 들여� 4대문� 안팎의� 한옥주거지� 보전�

및�진흥을�목표로�하는�｢서울�한옥선언｣을�발표하였다.

그림�63 서울시�한옥�보전·진흥정책의�변화�(출처:�민현석,�『서울시�한옥�보

전,진흥정책의�평가와�개선방향�연구』,�서울연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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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기존의�한옥�개보수를�중심으로�하는�소극적인�보전방식에서�한

옥마을의�조성을�통한�신규한옥을�공급하는�적극적인�방식으로�전환하였

는데,82) 그� 결과� 신축� 한옥에� 대한� 지원이�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

다.83)

그림�64 2009년�한옥밀집지역�확대구역� (출처:�서울특별시�보도자료,�저자�

재작성)

또한�한옥밀집지역�보전�사업에�대한�지역적�범위를�북촌이�아닌�서울

시�전체로�확대함에�따라,�돈화문로�일대는�2009년�3월�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그림�64)되어�등록된�한옥의�신축�및�수선시�비용을�지원받을�수�있

는�기반이�마련되었다84).�특히�서순라길�일대의�지역은�2016년�‘한옥보전

82) 민현석,�『서울시�한옥�보전,진흥정책의�평가와�개선방향�연구』,�서울연구원,�2014

83) 이전에는�비한옥을�한옥으로�신축하는�경우에�대한�지원이�전무하였다.

84) [2009.5.28.�기준]�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제8조� (한옥수선�등의�

비용지원�등)�①�시장은�등록한옥의�소유자�또는�한옥등록예정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

에서�한옥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선�등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및�융자지원을�할�수�있

다.

②�제1항에�따른�보조�및�융자지원�한도액은�다음�각�호와�같다.

1.�한옥의�전면수선�등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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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85)’으로�지정되면서�한옥�수선�및�신축�시�받게�되는�지원금이�타�지

역에�비해�1.5배�증가하였다.

그림�65 좌:�현행�지구단위계획에서의�한옥�신축�의무구역�(출처:�『돈화문

로�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서울특별시,�2010,�저자�재작성)�우:�2010

년�이후�권농동�일대�신축�한옥

��가.�한옥의�외관의�경우�:�공사비용의�3분의2�범위�안에서�최대�6천만원까지�보조지원�

��나.�한옥의�내부의�경우�:�공사비용의�범위�안에서�최대�4천만원까지�융자지원

2.�비한옥을�한옥으로�신축하는�경우

��가.�한옥의�외관의�경우�:�공사비용의�3분의2�범위�안에서�최대�8천만원까지�보조지원�

��나.�한옥의�내부의�경우�:�공사비용의�범위�안에서�최대�2천만원까지�융자지원

85) 한옥밀집지역�내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지구단위계획

에�따라�한옥건축지정,�유도�또는�권장�등의�방법으로�규제되는�구역으로,�시장이�한옥위

원회의�자문을�거쳐�지정‧공고한�구역을�말한다.� (출처:� 「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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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2010년�지구단위계획의�재정비�과정에서�한옥밀집지역의�특성을�

반영,�권농동�일대의�이면가로구역�및�순라길�구역을�중심으로�한옥�건축

을�유도하는�계획이�마련되었다86).�이때,�서순라길�주변�필지에는�신축�시�

한옥�건축을�의무화�하는�구역(지구단위계획상�순라길�구역)이�지정�되었

다(그림�65).

이처럼� 2009년�이후�신축�한옥에�대한�지원금이�지급되고,� 2010년�지

구단위계획�재정비에�따라�한옥�신축�의무구역�지정�및�각종�인센티브87)

를�지원�받게�되면서,� 권농동�일대에서는�지난� 10년간�총� 8건의�한옥이�

신축되었다.�이�시기동안�신축된�8건의�한옥을�살펴보면,�주택과�근린생활

시설이�복합된�1건을�제외한�7건의�한옥이�모두�근린생활시설�또는�문화

집회시설로�사용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88)

이러한�상업용�한옥의�증가는�순라길�일대의�한옥�건축을�지정한�지구

단위계획상의�규제가�주요�원인이�된�것으로�볼�수�있으며,�당시�한옥밀집

지역�지정에�따라�건축�비용의�지원이�가능해�진�것�또한�상당한�영향을�

준�것으로�추정된다.�특히,�한옥밀집지역�및�한옥보전구역�지정이�한옥�주

거지의�보전�및�활성화를�염두�해�둔�제도89)에서�출발했으나,�사실상�주

거용도�이외의�한옥에�대해서도�비용이�지원되면서,�결과적으로�상업용�한

옥의�신축�증가에�결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이는�2009년�당시�

개정된� ‘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에서�정하는�한옥밀

집지역�내�비용�지원�대상에�단독주택뿐만�아니라�근린생활시설,�문화�및�

집회시설�등이�포함된�것을�바탕으로�추정할�수�있다.90)

86) 본�논문의�4장�1절�참고

87) 한옥�신축�시�건폐율�완화(최대�80%),�주차장�설치의무�면제�등

88) 3장의�시기별�신축�건축물의�특징-4기�참고�

89) (서울특별시�보도자료,�2008.12.10.)�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시�곳곳의�한옥�밀집�지

역을�가장�서울다운�정취가�있는�주거지로�육성,�발전시키고�이를�통해�서울의�자랑스러운�

문화�정체성을�살려내고�일자리도�창출하겠다”며�한옥주거지�보전�및�진흥을�위한� 「서울�

한옥선언」을�발표했다.

90) [2009.5.28.� 기준]�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제3조� (적용대상)�이�

조례는�한옥밀집지역�안에�위치한�한옥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

사용하는�한옥에�적용한다.다만,�제2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한옥의�경우에는�한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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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010년�이후�신축�한옥의�특징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2010년�지구단위계획의�재정비�이후�신축된�

권농동� 일대� 2층� 한옥은� 대상지� 내� 도시형�한옥과�비교했을�때� 형태적,�

기능적으로�뚜렷한�차이를�보인다.� 먼저�권농동을�비롯해�서울의�구도심�

일대에�분포하는�도시형�한옥의�특징은�다음과�같다.91)

①�배치�및�평면:�필지의�경계부분으로�채들이�배치되면서�ㄱ자,�ㄷ자,�

ㅁ자�중정형�주택이�연속적으로�이어지는�연립주택의�형태를�이룬다(아래�

그림�66�참고).92)

그림�66 좌:�1991년�당시�봉익동�11번지�일대�도시한옥의�배치,�우:�권농동�일대�주요�도

시한옥의�평면� (출처:�윤민경,� 『서울시�1930년�전후의�가로와�한옥주택의�특성에�관한�연

구』,�석사학위,�명지대학교,�1991,�저자�재작성)

원회의�자문을�거쳐�시장이�이를�인정하는�용도의�건축물에�한한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에�따른�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및�제4호에�따른�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안마시술소�및�노래연습장은�제외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

4.「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따른�교육연구시설

5.「건축법�시행령」�별표�1�제11호에�따른�노유자시설

6.「건축법�시행령」�별표�1�제12호에�따른�수련시설�

91) 선행연구인�송인호(1990)와�윤민경(1991),�민현석(2013)의�논문을�참고하였다.

92) 민현석,�『서울시�한옥�보전·진흥정책의�평가와�개선방향�연구』,�서울연구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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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및�외관:�기둥이나�지붕의�결구방식이�간략하며,�딱지소로,�겹

처마,�다듬은�주춧돌�등�장식적인�요소가�많다.93) 재개발�지역으로�지정되

는�과정에서�노후화로�인해�벽체를�개조거나,� 지붕을�방수천으로�씌우는�

등,�변형이�일어난�사례를�찾아볼�수�있다.��

그림� 67 도시형�한옥에서�나타나는�도리�밑�수

장� 형태(출처:� 윤민경,� 『서울시� 1930년� 전후의�

가로와� 한옥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명지대학교,�1991)

그림� 68 도시형� 한옥의� 처마형태,� 좌:�

안채,�우:�도로방향�(출처:�윤민경,�『서울

시� 1930년� 전후의� 가로와� 한옥주택의�

특성에�관한� 연구』,� 석사학위,� 명지대학

교,�1991)

③�용도:�주거�용도로�지어졌으나,�재개발�해제�이후�현재까지�점차�상

업화되고�있는�추세를�보인다.94)

반면,�2010년�이후�신축된�권농동�일대의�2층�한옥은�다음과�같은�특징

을�지닌다.95) 기존�도시형�한옥과�뚜렷하게�구별되는�요소를�중심으로�서

술하였다.

①�배치�및�평면:�아래�표�25는�권농동�일대�2층�한옥에서�나타나는,�기

존�도시형�한옥에�비해�변칙적인�평면�구조의�사례를�보여준다.�먼저,�협

소한�필지에서�점유면적�확보를�위해�❶부분적으로�퇴칸�또는�반침�형태

의�공간을�두어�보방향으로�확장된�평면을�지니거나,�❷한�칸이�채�되지�

93) 민현석,�『서울시�한옥�보전·진흥정책의�평가와�개선방향�연구』,�서울연구원,�2013

94) 본�연구의�3장�3절�참고

95) 건축물�대장과�답사를�바탕으로�작성.�개별�건물의�특징은�본�논문의�3장�2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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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반�칸�정도�돌출된�꺾음부를�구성한�사례를�쉽게�찾아볼�수�있다.�

또한�대부분의�한옥이�❸마당이�없는�배치를�지니며,�별도의�문간을�두지�

않아�도로에서�건물�내부로�직접�출입한다96).� 이때,�❹포치(Porch)와�같

은�돌출된�형태의�현관�구성�또한�찾아볼�수�있다.

권농동�190�❷❹ 권농동�176�❶❸ 봉익동�11-3�❶❷❸

권농동�187-25�❷❸ 봉익동�1-5�❶❷❸

표�25 권농동�일대�2층�한옥에서�나타나는�다양한�평면�구성�요소�

이�같은�평면�구성에서의�다양한�변화는�상업화에�따른�기능�변화와�함

께�목구조�기술�발전의�결과로�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의�용도로�건축되면서�기존�주택의�환경�조절�요소였던�마당의�중요성

이�낮아졌고,�다양한�방식의�지붕�구성이�가능해지면서�평면�또한�일정한�

구조적�제약에서�벗어나게�된�것이다.97)

96) 기존�도시형�한옥의�경우,�전이�공간인�문간과�마당을�거쳐�방으로�출입하는�동선을�

지닌다.�

97) 지붕의�위계적�구성방식은�도시형한옥의�평면구성을�외부로부터�읽어낼�수�있는�1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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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및�외관:�기존�도시형�한옥과는�달리,� 2010년�이후�신축된�한

옥은�2층98) 한식�목구조를�기본으로�하며,�일부의�경우�철근콘크리트구조

의�지하층을�가진다(아래�표�27).�

권농동�190�❷❸❹ 권농동�171-12�❶❹ 권농동�176�❷❸❹ 권농동�187-25�❷❸

권농동�171-6�❷❸ 봉익동�1-5�❶❷❸❹ 봉익동�11-3�❷❸ 봉익동�12-3�❷❸

표�26 권농동�일대�2층�한옥의�외관에서�나타나는�특징

앞서�언급한�평면에서의�변화는�건물의�외관,�특히�입면�구성에도�뚜렷

한�영향을�미쳤다(표� 26).� 먼저,� ❶건물의�정면99)과�측면�구분이�없어진

다.�여러�방향으로�평면이�확장·돌출되고�협소한�필지에�맞춰�건물�배치

되면서,�더�이상�건물의�정면이�기둥�상부의�구조와�지붕�형태에�얽매이지�

인�단서로,�본�연구에서는�외벽면의�구성과�함께�지붕의�형태를�참고하여�대상�한옥의�평

면�구조를�추측하였다.�(참고:�송인호,�『도시형한옥의�유형연구�:�1930년~1960년의�서울을�

중심으로』,�박사학위,�서울대학교,�1990)

98) 현행�지구단위계획에서�제한하는�최고�높이�

99) 여기서�정면은�주출입구가�위치한�곳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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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기둥�상부~지붕�의장’에서�나타나는� ‘구조적�정면’100)과,� 실제�

도시�공간에서의�배치와�평면,�입면에서�나타나는�‘기능적�정면101)’이�분

리되었다고�볼�수�있다.�더�이상�건물의�정면은�도리방향의�전유물이�아니

다.�또한�❷상업화로�인한�용도�변화에�따라�일부�한옥은�1층�입면의�구

성에�있어�공통점을�보이는데,�주로�쇼윈도�또는�그와�유사한�형태로�입면

을�구성하여�인접�가로를�향해�개방적인�형태를�띤다.

다양한�평면�구성과�층수�변화는�지붕의�구성�방식에도�영향을�미쳤다.�

특히�❸눈썹지붕을�적극적으로�사용하거나,� 평면�구성과�층에�따라�여러�

단으로�나뉜�지붕을�쉽게�찾아볼�수�있다.� ❹2층�한옥의� 지붕과�난간은�

장식화되는�경향을�보이는데,� 이는�현행�지구단위계획에�따른�규모�제한

(최대�2층)과�형태�규제102)를�따른�것으로�볼�수�있다.�기존�도시형�한옥

에서�사용되었던�쪽소로나�부분적인�겹처마�사용은�나타나지�않는다.�

③�용도:�주거용도와�복합된�권농동�171-12번지를�제외하면,� 8건�중�7

건이�근린생활시설�또는�문화집회시설의�용도로�사용�중이다(표�27).�건물

의�계획�단계에서부터�상업적�용도를�고려했다는�점�역시,�주거용으로�지

어진�기존의�도시형�한옥과�구별되는�특징이라�할�수�있다.

100) 일반적인�‘一자�형’한옥의�경우�도리방향,�즉�지붕의�용마루선과�평행한�방향이�건물

의�정면이�된다.

101) 주출입구�또는�현관,�쇼윈도우가�위치한�곳

102) 부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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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사용승인일자 주용도 층수 구�조

1 권농동�171-6 2011.8.11 근린 지상2,�지하1 목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2 권농동�171-12 2018.3.11 근린,�주택 지상2 목구조

3 권농동�176 2019(예정) 근린 지상2 목구조

4 권농동�190-2 2017.3.16. 문화집회 지상2,�지하2 목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5 권농동�187-25 2013.12.10. 문화집회 지상2,�지하1 목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6 봉익동�1-5 2018.7.30. 근린 지상2� 목구조

7 봉익동�11-3 2019(예정) 근린 지상2 목구조

8 봉익동�12-3 2018.6.8. 근린 지상2 목구조

표�27 권농동�일대�2층�한옥의�용도,�층수,�구조�현황

구분 기존�도시형�한옥 2층�한옥

배치�및

평면

·별도의�담장�없이�필지의�경계부분으로�

채들이�배치,�안마당을�중심으로�ㄱ자,�

ㄷ자,�ㅁ자�채�구성을�지닌�중정형�주택이�

연속적으로�이어진다,

·문간과�마당이�동선의�구성에�있어�중요한�

의미를�갖는다.

·대체로�필지�형태를�따르나,�마당과�

대문간이�없다.

·온전한�한�칸이�아니더라도�꺾음부를�형성,�

평면을�세분화하여�대지�내�밀도를�높였다.�

구조�및�

외관

·기둥이나�지붕의�결구방식이�간략하며,�

딱지소로와�겹처마,�다듬은�주춧돌�등�

장식적인�요소가�확인된다.

·일체화된�지붕을�지니며,�외부에서�

나타나는�지붕의�구성�방식을�통해�평면의�

구성을�읽어낼�수�있다.

·노후화로�인해�벽체를�바꾸거나,�지붕을�

방수천으로�씌우는�등,�변형이�일어난�

사례를�찾아볼�수�있다.�

·2층�목구조를�기본으로�하며,�일부는�

지하층을�두어�철근콘크리트구조를�함께�

사용하였다.

·인접�가로를�향해�개방적인�저층부�입면을�

지닌다.

·주로�맞배지붕을�사용하며�눈썹지붕을�

덧붙여�달아�기능을�보완하였다.

·2층�난간과�층간�지붕의�장식화�경향이�

나타난다.

용�도
·주거용도로�지어졌으나,�80년대�이후�점차�

상업화되고�있다.

·주로�근린생활시설�또는�문화집회시설

비�고
·노후화에�따른�멸실�위협 ·2010년�이후�신축

·순라길�구역�집중�분포

표�28 기존�도시형�한옥과�2010년�이후�신축�한옥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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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서울�도심부�한옥밀집지역의�관리�방식�비교

그렇다면�이�같은�한옥밀집지역의�관리�방식과�건축�행위의�양상이�권

농동�일대만의�특수성이라�볼�수�있는지,�혹은�도심부�내�한옥밀집지역�전

반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인지에�대해�의문을�제기할�수�있다.�이

에�대한�답을�도출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권농동�일대의�한옥�관리�방

식을�또�다른�도심부�내�한옥밀집지역인�인사동�및�익선동의�사례와�비교

해�보고자�한다.

그림�69 대상지�위치도�

먼저,�권농동�일대와�인사동,�그리고�익선동은�다음과�같은�공통점을�지

닌다.� 1966년�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도심부�지역’으로�한�데�묶여�관리

되어�왔으며,�모두�개조,�개량,�또는�재개발�대상으로�계획되었던�지역이

다.�또한�서울시�한옥�보전정책의�변화(그림�63)에�따라�2009년�이후�한

옥밀집지역으로�지정103)되었으며,�각각의�지구단위계획에�따라�한옥보전구

103) 인사동과�권농동�일대는�2009년�3월,�익선동은�2018년�3월�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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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104)을�두어�지역�내�한옥�보전�및�신축을�유도·관리하고�있다.�게다가�

도심부�내�상업지역으로�분류되는�제도적�공통점으로�인해,�세�지역의�공

간�관리�방식-건축물의�규모,�형태,�용도-은�어느�정도�유사할�것으로�추

정할�수�있다.�그러나�세부적으로�들여다�볼�경우,�세�지역은�한옥보전구

역의�지정�범위와�규제�내용에서�뚜렷한�차이를�보인다.�

우선,�한옥보전구역의�지정�범위를�비교해보면(그림� 70~72),�권농동�일

대(2009년� 3월�지정)의�경우�익선동(2018년� 3월�지정)과�인사동(2009년�

3월� 지정)에� 비해�한옥�분포�면적� 대비�보전지구�지정� 면적이�확연하게�

넓은�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70 좌:�인사동�지구단위계획구역�내�한옥보전구역�지정�현황(출처:�서울특별시�보도

자료,� 2016.06.01)� 우:� 인사동�내�한옥의�분포�현황(출처:� 『한옥밀집지역의�용도관리방안�

정책토론회�자료집』,�서울연구원,�2016)

104) 한옥밀집지역�내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지구단위계

획에�따라�한옥건축지정,�유도�또는�권장�등의�방법으로�규제되는�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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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좌:� 익선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지정� 현황(출처:�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74호)�우:�익선동�내�한옥의�분포�현황(출처:� 『창덕궁�앞�도성한복판�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보고서』,�서울특별시,�2018,�저자�재작성)

그림� 72 좌:�돈화문로�지구단위계획구역�내�한옥보전구역�지정�현황(출처:�서울특별시�보

도자료,�2016.06.01)�우:�돈화문로�일대�한옥의�분포�현황(출처:�『한옥밀집지역의�용도관리

방안�정책토론회�자료집』,�서울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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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인사동(그림�70)과�익선동(그림�71)의�경우�기존�한옥이�분포한�지

역�안에서�보전지구가�지정된�반면,�권농동�일대(그림�72)의�경우�한옥�분

포�필지를�포함한�그�주변�지역이�서순라길을�따라�보전지구의�범위에�함

께�포함되는�것을�볼�수�있다.�이처럼�한옥보전구역�범위의�지정에�있어�

다른�두�지역에�비해�넓은�면적을�지닌�권농동의�사례는�구역�내�한옥의�

신축을�유도하는�방향에�좀�더�중점을�맞춘�것으로�볼�수�있으며,�그�중에

서도� 서순라길� 일대를� 중심으로� 신축� 한옥의�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고자�

하는�의도인�것으로�해석이�가능하다.

다음으로,�한옥보전구역�내�건축�행위에서의�세부�규제�내용에서�나타나는�

차이를�살펴보고자�한다.�각�지역마다�수립된�지구단위계획의�내용을�바탕으

로�세�지역의�한옥보전구역�내�규제·완화�내용을�비교하면�표�29와�같다.

먼저�인사동의�경우�2009년�지구단위계획상�‘한옥관리구역’을�지정,�기

존�한옥이�분포하는�필지를�중심으로�한옥보전구역을�설정하였다.�전통관

련시설에�한정된�용도�제한을�두어�한옥보전구역을�관리하고�있는데,�이를�

통해�용도�위주의�공간�관리에�초점을�맞추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73 1986년�당시�인사동�일대를�소개하는�그림.�고미술�전시관과,�화랑,�골동품�상점

으로�대표되는�인사동의�특징을�볼�수�있다.� (출처:�「거리의�박물관…전통문화·현대의�멋�

물씬」,�『경향신문』,�198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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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한옥밀집지역�

지정시기�및�대상

한옥보전구역105)

지정대상

규제�및�완화�내용106)

(권장�및�불허용도�제외)

한옥수선지원

현황107)

인

사

동

·2009.03,�현�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2009.12�

지구단위계획�결정�

·대상지�내�한옥�

135동 분포10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한옥관리구역,�

19,698제곱미터

·한옥관리구역:�전층�

전통관련�시설�용도�지정�

(비한옥�:�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높이,�한옥:�

2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한옥�건축�시�최대�80%�

범위까지�건폐율�완화.�

주차장�설치�면제

·관훈동�기준

·2010년�이후�

5동 지원,�총�

15회�심의

익

선

동

·2018.03,�현�익선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2018.05�

지구단위계획�결정

·대상지�내�한옥�

137동 분포109)

·지구단위계획구역�

내�한옥보전구역,�

7,565제곱미터

·한옥보전구역:�

한옥건축지정(1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한옥�건축�시�최대�80%�

범위까지�건폐율�완화,�

주차장�설치�의무�면제,�

획지�간�공동개발�허용,�

단독주택�허용*

·2016년�이후�

1동�지원,�총�

2회�심의

권

농

동

·

봉

익

동

·2009.3,�현�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2010.02�

지구단위계획�결정

·대상지�내�한옥�

87동 분포110)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순라길구역�전체,�

이면가로구역�일부,�

귀금속거리구역�

일부�등�총�

17,753제곱미터

·순라길�구역:�

한옥건축지정(2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한옥�건축�시�최대�80%�

범위까지�건폐율�완화,�

주차장�설치�의무�면제

·2010년�이후�

12동 지원,�총�

51회�심의

표�29 서울�도심부�내�한옥보전구역의�관리�방식�비교

105) 2016년�6월�2일부터�지정

106) 각�지역의�현행�지구단위계획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자료출처:�종로구청�홈페이지)

107) 서울열린데이터광장�제공,�서울시�한옥�수선지원�현황�참고�(2019년�6월�기준,�등록

번호가�배정되지�않은�건�제외)

108) 인사동�한옥밀집지역,�2016년�기준�(출처:�『한옥밀집지역의�용도관리방안�정책토론회�

자료집』,�서울연구원,�2016)

109) 익선동�한옥밀집지역,�2014년�기준� (출처:� 『창덕궁�앞�도성한복판�도시재생활성화계

획』,�서울특별시,�2018)

110) 돈화문로�한옥밀집지역�중�권농동·봉익동�일대,� 2018년�기준� (출처:� 『창덕궁�앞�도

성한복판�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2018,�한옥�분포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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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70년대,� 80년대�그리고�올림픽을�거치면서�고미술,�골동품,� 민

공예를�취급하는�전통문화관련�시설이�증가한�것을�그�배경으로�볼�수�있

으며,�이�같은�인사동의�지역적�특성을�도시계획에�적극적으로�반영한�것

이라�볼�수�있다111).

인사동의�한옥보전구역�내에서는�2층�이하의�한옥을�건축할�수�있으며,�

이�경우�건폐율�제한이�완화되고�주차장�설치가�면제된다.�여기에�일정�높

이�이하의�비한옥�신축�또한�허용하는�등,�다른�두�지역에�비해�건축�행위

에서의�물리적�제약이�적다고�볼�수�있다.�

그림� 74 1987년� 인사동� 일대� 토지이용계획.�

(출처:�『인사동지구�도시설계』,�서울특별시�건

축지도과,�1987)

111) 1987년�수립된�도시설계에서부터�인사동�내�한옥밀집지역을�골동품상가,�화랑�등�전

통문화관련�상업의�특성지구로�유도하려는�계획을�확인할�수�있다.� (참고:� 『인사동지구�도

시설계』,�서울특별시�건축지도과,�1987)



-�118�-

그러나�2010년�이후�한옥수선지원의�현황을�살펴보면�전체�135동의�한

옥�중�5동만이�수선�지원을�받으면서,�권농동�일대(전체�87동�중�12동�수

선�지원)에�비해�상당히�낮은�비율을�보인다.�앞서�언급한�서울시의�수리�

지원금�정책에도�불구,�최근�인사동�일대에서는�한옥과�관련된�건축�활동

이�상당히�침체된�것으로�볼�수�있다.

여기에는� 인사동�일대가� 비한옥의�신축이�가능한�곳이라는�점,� 그리고�

이미�상업화된�지역으로서�음식점,�찻집�등으로�영업�중인�한옥이�대부분

을�차지한다는�점112)을�주된�요인으로�볼�수�있다.�신축�시�건폐율�제한에�

따라�1층�바닥면적을�이전만큼�확보할�수�없다는�점�또한�권농동에�비해�

한옥�건축이�활발하게�나타나지�않는�원인으로�볼�수�있다.

익선동�내�한옥보전구역은�2018년�수립된�지구단위계획에�의해�지정·

관리되고�있으며,�인사동과�마찬가지로�기존�도시형�한옥이�분포하는�필지

를�대상으로�지정된�것이�특징이다.�익선동의�한옥보전구역�내에서는�1층�

한옥의�건축만�가능하도록�지정되었는데,�이는�기존�한옥의�형태�및�규모

를�따르는�방향으로�유도한�것으로�볼�수�있다.

도심부�내�일반상업지역임에도�불구하고,�한옥�건축�시�예외적으로�단독

주택�용도로�사용할�수�있게�하였는데,�이는�주거지였던�익선동�일대의�용

도�유지를�위한�방안인�것으로�보인다.�그러나�지난�2018년�도시환경정비

구역이�해제된�이후,�익선동�일대에는�기존�한옥을�수리한�카페,�식당,�공

방�등이�활발하게�들어서게�되었고(그림�75,�76),�이러한�상업화의�움직임

으로�볼�때,�사실상�주거지로서의�기능을�유지하기�어려운�지역으로�판단

된다.

112) 기존�한옥의�수리�시�공사비�지출에�따른�임대료�인상,�공사기간�동안�영업을�포기해

야�한다는�점�등이�한옥�세입자에게�부담으로�작용한다.� (출처:�「누더기�지붕�즐비한�인사

동,�한옥보전구역�맞습니까?」,�『한국일보』,�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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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 수리�후�상가로�사용되고�있는�익선동�

내�도시형�한옥

그림� 76 익선동에�설치된�안내판의�일부.�

카페와� 식당,� 기념품�가게�등으로�빼곡하

다.

권농동�일대�한옥보전구역의�경우� 2010년�수립된�돈화문로�지구단위계

획구역�내�일부�지역을�대상으로�한다.�한옥보전구역에�해당하는�‘순라길�

구역113)’은�구역�내� 신축�시�한옥� 건축을�의무화하고�있으나,� 이를� 2층�

규모까지�허용하고�있다.�이는�앞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의�1

층�도시형�한옥과�다른�형태·규모를�지닌�2층�한옥이�순라길을�따라�등

장하게�된�원인이�되었다.�또한�앞의�두�지역과�달리,�한옥보전구역의�범

위가�기존�한옥�분포�필지에�한정되지�않고,�보다�넓게�지정된�것이�권농

동�일대만의�특징이라�볼�수�있다.

이처럼,�도심부�내에�위치한�세�한옥밀집지역은�보전구역의�관리�방식과�

한옥�건축�활동의�양상에�있어�서로�다른,�확연한�차이를�보인다.�특히�본�

연구의�대상지인�권농동의�상황을�익선동의�사례와�비교했을�때,�한옥�건

축�지정구역의�범위114)와�층수�제한115) 등�물리적�측면에서�가장�뚜렷한�

113) 현행�지구단위계획으로�설정된�구역

114) 한옥보전구역에�해당한다,�익선동:�기존�한옥이�분포한�필지�기준,�권농동:�서순라길�

주변�필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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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기존�한옥의�규모(1층)와�분포�범위�내에서�건축�행위를�관리하는�익선

동과�달리,�권농동�일대는�2층�한옥을�허용하며,�기존�도시형�한옥의�분포

에�비해�넓은�보전구역의�범위를�지닌다.�따라서�두�지역은�인접한�거리에�

위치함에도�불구하고,�앞으로�전혀�다른�특성을�지닌�한옥밀집지역으로�변

모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일정�시간이�흐른�뒤,� 권농동과�익선동�

일대에서�나타날�공간�변화와�신축�한옥의�특징을�비교하는�것은�후속�연

구로서의�충분한�가치가�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림�77 익선동�전경.�현행�지구단위계획

에�의해�한옥보전구역�내에서는�1층�한옥

의� 신축만이� 가능하다.� (출처:� 「젊은이들�

‘핫플레이스’� 종로� 익선동� 끙끙� 앓는� 까

닭」,�『일요신문』,�2017.07.21.)

그림�78 권농동�187번지�일대의�전경.� 1층�도

시형�한옥�사이에�신축된� 2층�한옥이�눈에�띈

다.� (출처:�민현석,� 『서울시�한옥�보전·진흥정

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2013)

115) 익선동:�1층�이하,�권농동:�2층�이하



-�121�-

4.4�소�결

본�장에서는�3장에서�짚어낸�권농동�일대�도시�공간의�특징을�바탕으로,�

각�현상의�원인과�변화�과정에서의�특성을�밝혔다.

먼저,�1절에서는�도시설계�적용�이후�권농동�일대의�물리적�환경의�변화

와�용도�변화에서�나타나는�특성에�주목하였다.�권농동�일대�가로·필지·

건축물의�개발�규모는�일정�범위�안에서�지속적으로�통제되었다.� 1988년�

도시설계를� 적용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존� 가로와� 필지의� 형태� 및� 규모를�

유지하도록�유도하였고,�건축물의�높이�역시�대부분� 2층(8m)을�최대한도

로�정하였다.�이는�현행�지구단위계획에서도�적용되는�지침으로,�이�같은�

개발�규모의�통제는�주요�지정문화재인�종묘에�인접한�지역이라는�특성에

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대상지�내�용도�계획의�경우,�시기에�따라�차이를�보이는데,�초

기�도시계획의�수립단계에서는�권농동�내�주거�환경�보호에�대한�필요성

을�제시하였으나,�일부�근린생활시설을�허용하는�과정에서�귀금속�산업을�

중심으로�하는�소비재�시설이�블록�내부로�침투하였고,�그�결과�점진적인�

상업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4년� 지구단위계획에서� 블록� 내�

개발을�유도하기�위해�귀금속�관련�업종과�문화관련�업종�등과의�용도�복

합을�권장하면서,�결과적으로�권농동�일대의�주거�기능은�대부분�사라지게�

되었다.�결국�2010년의�지구단위계획에서는�기존�주거지의�보존과�관련된�

방향을�없애고,�돈화문로�일대를�전통문화지역으로�특화시키기�위한�방향

으로�전환하였다.

2절에서는�서순라길�일대의�공간�변화�과정을�살펴보았다.�먼저� 1990년

대�이전의�도시계획에서는�서순라길을�통행이�가능한�도로,�종묘�주변의�정

비된�구역으로�조성하는�것에�그�목적을�둔�것을�알�수�있었다.�특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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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호구역�지정에�따른�건축�행위�제한과�슬럼화,�주요�문화재인�종묘�주

변의�불량�환경�개선의�필요성,� 1990년대�한양도성�내�주요�역사문화관광�

자원을�연결하는�탐방로�조성의�필요성�등이�순라길�개설의�배경이�되었다.

이후�도로를�개설하는�과정에서�주변�건물이�대부분�철거되었고,� 필지의�

분화·협소화로�인해�신규�건축�활동에�제약이�생기면서,�기존의�주택이�소

매점�등의�용도로�전환되었다.�그�결과,�서순라길�일대는�2000년대까지�낙

후된�물리적�환경과�함께�상업화�된�특성을�지닌�지역으로�유지되었다.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순라길� 일대의� 관리� 계획은� 전환기를�

맞이하였는데,�종묘�주변�지역으로서�높이규제,�경관규제를�통해서만�관리

되는�기존의�계획에서�벗어나,�두�차례�도시계획을�통해�한옥과�귀금속으

로�대표되는�공방거리로�거듭나고자�하였다.�이�같은�접근�방식의�변화는�

단순히�낙후�지역의�활성화만이�아닌,�도심부�내�문화재�주변�공간을�다루

는�데�있어�새로운�시각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최근�권농동�일대에�등장한� ‘2층�상업용�한옥’

에�주목하였으며,�그�등장�배경과�함께�건축적�특징을�살펴보았다.�우선,�

관련�도시계획�등�제도적�변화에서�2층�한옥의�등장�원인을�찾아보았다.��

첫째.�한옥선언�이후�한옥밀집지역�및�한옥보전구역으로�지정됨에�따라,�

신축�시�일부�금액을�지원받을�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특히�

이러한�보조금�정책이�주거용�한옥뿐만이�아닌,� 근린생활시설과�문화�및�

집회시설용�한옥의�건축�시에도�적용되면서,� 권농동�일대�상업용�한옥이�

집중적으로�신축되는�결과를�만들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규제와� 인센티브의� 영향이다.� 주택� 건축� 시�

타�용도와의�복합을�의무화하고,�순라길�주변�지역에서의�신축�시�한옥�건

축을�지정하는�규제로�인해�상업용�한옥이�탄생했다고�볼�수�있다.�여기에�

건폐율�완화,�주차�설치�의무�면제�등�인센티브가�부여되면서�일반�건축물

에�비해�넓은�점유�면적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즉,�주거용�한옥�보존을�위한�한옥밀집지역�지정이�지구단위계획과�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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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오히려�상업용�한옥의�신축을�적극적으로�유도하는�상황을�만들어�

냈다고�볼�수�있다.�이러한�제도적�배경을�바탕으로,�2010년�이후�신축된�

권농동�일대의�한옥은�전체�건축물�중�61.5%(전체�사용승인�13건�중�8건)

를�차지하였다.

이렇게�신축된�2층�한옥은�기존의�도시형�한옥과�구별되는�여러�특징을�

지니는데,�마당�없이�필지�형태를�따르는�배치와�최대한의�점유�면적을�위

해�다양하게�돌출된�평면,�인접�가로를�향해�개방적인�저층부�구성�등이�

주된�특징으로�나타난다.�또한�외관에서�나타나는�특징의�경우�서울시�신

축�한옥�가이드라인에�맞춘�의장�요소를�적용한�것으로�볼�수�있다.�즉,�

권농동�일대의� 2층�한옥은�현행�도시계획에서의�규제와�인센티브가�만들

어낸�새로운�건축�유형으로�볼�수�있다.

또한�도심부�내�한옥밀집지역으로�함께�지정된�인사동,�익선동의�사례를�

가져와�한옥보전구역의�관리�방식을�비교하였으며.�이를�통해�앞으로의�변

화,�미래상을�예측할�수�있었다.�그중에서도�특히�인접한�익선동과�큰�차

이를�보였는데,�기존�한옥이�분포한�필지를�중심으로�보전구역을�설정,� 1

층�이하의�한옥�건축116)을�의무화하여�기존�도시공간의�물리적,�기능적�특

성을�유지하고자하는�익선동과�달리,�순라길을�따라�비교적�넓은�보전구역

을� 지정한,� 2층� 높이까지� 허용하여� 한옥의� 신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권농동�일대의�특징을�확인할�수�있었다.�이를�바탕으로,�향후�두�지역에

서�나타날�한옥�건축의�양상을�비교하는�것을�후속�연구에서�다룰�수�있

도록�제안한다.

116) 신축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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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은�최근�도심부를�바라보는�서울시�도시�계획의�시각�변화를�바

탕으로,�실제�사례의�분석을�통해�도심부�내�재개발�해제�구역의�계획과�

관리에�대한�비판적�시각을�제시하기�위한�목적을�지닌다.

2장에서는�먼저�개조·개량·재개발의�대상으로�도심부를�바라본�초기�도

시기본계획을�시작으로�현행�계획인�‘역사도심�기본계획’에�이르기까지,�서

울시의�시기별�도심부�관리�방향의�변화를�짚어보았다.�이후�현행�도심부�계

획의�관점을�통해�도심부�내�재개발�되지�않은�지역의�중요성을�살펴보았다.�

그중�종로구�권농동�일대를�연구의�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재개발이�해제된�

이후�대상지에�적용된�도시계획의�변화를�기준으로�시기를�구분하였다.

3장에서는�권농동�일대의�가로와�필지,�건축물의�규모,�용도�등�도시공간

의�현황과�형성�과정,�그리고�시기별�건축�활동의�변화를�살펴보았다.�이를�

통해�오늘날의�권농동�일대�도시�공간이�지닌�세�가지�특성을�도출하였다.

첫째,� 1988년�도시설계의�적용�이후부터�현재까지,�권농동�일대�도시공간

의�물리적�변화와�용도�변화�사이에서�나타나는�뚜렷한�차이를�확인할�수�있

었다.�재개발�이후에도�필지의�규모와�가로의�형태�등�물리적�특성은�대체로�

유지된�반면,�블록�내�대부분을�차지했던�주거용도는�확연하게�감소하였고,�

귀금속�관련�산업�위주의�근린생활시설로�대체되는�등�뚜렷한�변화를�보였다.�

둘째,�1990년대�서순라길의�개설�과정에서�나타나는�주변�지역의�변화에�

주목하였다.�권농동�일대를�남북으로�관통하는�서순라길의�특성상,�개설�과

정�및�개설�이후의�상황�속에서�주변�도시�공간에�적지�않은�영향을�주었

을�것으로�판단할�수�있었다.�따라서�도로의�개설�배경과�정비�이후�주변�

도시�공간에서�나타나는�물리적�변화�및�상업화�현상에�대한�추적의�필요

성을�제기하였다.

셋째,�2010년�이후�‘2층�상업용�한옥’이�권농동�일대에�다수�건축된�것

을�확인할�수�있었다.�이는�지구단위계획의�재정비�이후�신축된�건축물의�

과반을�차지하며,�기존�도시형�한옥과�확연히�구별되는�특징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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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3장의�내용을�바탕으로,�권농동�일대에서�나타나는�각�현상

의�원인을�추적·분석하고�그�변화�과정에서의�특성을�살펴보았다.�

첫째,� 권농동�일대는�시기별�도시설계�및�지구단위계획의�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모순으로�인해�주거�비율의�감소와�상업화가�진행되었다.�주요�문

화재의�주변�지역이자�한옥·피맛길�등�옛�도시조직을�지닌�지역으로서,�권

농동� 일대는� 높이� 제한을� 비롯한� 개발� 규모의� 관리가� 이루어졌고,� 이는�

1988년�도시설계가�적용�된�이후부터�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그러나�용도�

관리의�경우,�주거지�보존의�필요성을�제기했던�초기�계획의�방향과�달리,�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실천�방안이�끝내�마련되지�못하였다.�특히�지역�

활성화를�위해�2004년�지구단위계획의�수립�과정에서�주거용도복합�및�상업

용도를�권장하면서,�시간이�지남에�따라�블록�내�일부�필지를�제외한�대부분�

지역이�상업화되는�결과를�낳게�되었다.�이에�2010년�지구단위계획을�재정

비�하는�과정에서는�권농동�일대�주거용도의�보존을�고려하지�않게�되었다.

둘째,�주요�지정문화재인�종묘�주변의�정비�행위가�순라길�일대의�공간�변

화에�상당한�영향을�주었다.�1990년대�당시,�서울시는�종묘�주변�정비의�일

환으로�문화재�보호구역�내�위치한�건물군을�철거하고�서순라길을�확장·개

설하였으며,�그�과정에서�서순라길�주변에�과소�필지가�형성되고�다수의�건

물이�철거되었다.�이처럼�서순라길�일대는�종묘�주변의�요소들을�배제하는�

과정을�통해�관리되어왔으며,�그로�인한�변화는�결과적으로�블록�내�주거�기

능을�축소시키는�등�권농동�일대�상업화의�원인을�제공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2010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2018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거치면서,�오늘날�순라길�일대는�권농동�일대�도시재생의�거점공간으로�주

목받고�있다.�특히�귀금속�밀집지역�및�주요�문화재와�인접한�지역적�특성

을�살려�방문객을�유도하기�위한�프로그램을�계획하는�등,�보존�및�규제�중

심의�기존�관리�방식과는�다른�양상을�보인다.�서순라길�일대에�새로운�가

치를�부여하고,�권농동�일대�활성화의�거점�공간으로�가꾸어나가고자�하는�

접근�방식의�변화는�도심부�일대에�분포하는�문화재�주변�공간의�관리와�계

획에�있어�새로운�방법론의�가능성을�보여주는�선례가�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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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권농동�일대�2층�상업용�한옥의�등장�배경과�건축적�특징을�

살펴보았다.�이는�2009년�이후�한옥밀집지역�지정과�함께�2010년�지구단

위계획에서의�순라길�일대� ‘한옥�신축�의무화’�지정에�따른�변화로�판단

된다.�특히�신축�한옥은�기존의�도시형�한옥과�뚜렷하게�구분되는�특징을�

지니며,�서울시�한옥�가이드라인에�맞춘�형태와�재료를�적용한�권농동�일

대의�새로운�건축�유형으로�볼�수�있다.�또한�도심부�내�한옥밀집지역으로�

함께�지정된�인사동,�익선동과�비교했을�때,�권농동�일대의�한옥�관리�방

식은�확연한�차이를�보이며,�향후�대상지�내� 2층�상업용�한옥의�수는�꾸

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도심부�내�재개발�해제�지역인�권농동�일대는�현재에도�끊임없는�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있으며,� 그로� 인해� 상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권농동�일대의�개발압력은�기존�도시조직의�보존을�위협하는�요소로,�

관련�도시계획의�재정비를�통해�적절한�개발�유도하고,�동시에�기존�도시조

직의�보존을�이끌어�낼�필요가�있다.�또한�도심부�내�한옥밀집지역으로서�

권농동�일대의�미래상을�예측할�필요가�있으며,�서순라길�일대�또한�문화재�

주변�지역�관리의�측면에서�앞으로의�변화에�대비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접근�방식은�비단�권농동�일대만이�아닌,�옛�도시조직을�지닌�

도심부�내�다른�지역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며,�따라서�오늘날�권농동�

및�도심부�내�재개발�해제�지역�전반의�계획에�있어�요구되는�과제와�시

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세부�도시계획의�수립에�있어�기존�용도의�보존과�관리에�대한�

인식이�필요하다.� 권농동�일대의�경우�재개발이�해제된�이후�주거비율이�

지속적으로�감소해왔으며,�대부분이�귀금속�관련�산업�등�근린생활시설로�

대체되었다.�그로�인해�현행�도심부�관리�계획에서는�권농동�일대를�‘귀금

속�산업�집적�지역’으로�바라보고�있으며,�귀금속�특화거리�조성과�함께�

귀금속�산업과�관련된�‘산업형�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중이다.�

현시점에서,�도심부�내�낙후�지역인�권농동의�활성화를�위한�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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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필수적이다.�그러나�귀금속�산업뿐만�아니라�권농동의�한옥주거지�또한�

일대의�정체성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로서,�오랜�시간에�걸쳐�형성된�역

사문화요소로�파악되어�왔다.�그럼에도�2010년�이후의�도시계획에서는�권

농동�일대에�남아�있는�주거�기능에�대한�고려가�사실상�배제된�상태이다.�

현행�도심부�관리�계획에서�각�지역의�‘역사적�특성’에�대한�중요성을�강

조하고�있는�만큼,�권농동�일대의�활성화�과정에서�기존의�주거�기능을�관

리하고�보존할�수�있는�세부�계획이�필요하다.�이는�비단�권농동�일대의�

사례뿐만�아니라,�서울의�도심부에�남아있는�여러�재개발�해제�지역에�적

용될�도시�계획의�수립에�있어서도�요구되는�사항이다.

둘째,�주요�문화재와�그�주변�지역이�연계될�수�있는�실질적인�관리�계

획이�필요하다.�궁궐과�한양도성�등�주요�문화재가�다수�분포하는�서울�도

심부의� 특성상� 문화재� 주변으로� 형성되는� 보호구역,� 즉� 경계부는� 도심부�

내에서�상당한�면적을�차지한다.�그리고�이러한�문화재�주변�지역은�대체

로�서순라길의�사례와�같이�문화재�보호를�위한�정비의�대상으로�다루어져

왔고,�주변의�도시�요소들을�최대한�배제하는�방식으로�관리되어왔다.� �현

행�도심부�계획에서는�역사자원과�주변�지역의�통합적�관리의�필요성을�주

요�과제로�제시하고�있으나,117) 하위�도시계획의�지침에서는�여전히�문화

재�주변�건축물의�높이,�색체�등�물리적�요소를�대상으로�하는�경관�관리

에�치우쳐�있는�상황이다.

오늘날�서울�도심부에서�상당한�면적을�차지하는�주요�문화재를�더�이

상�조망의�대상으로만�다루어서는�안�된다.�종묘�옆�서순라길이�권농동�일

대�활성화의�거점으로�재탄생�하였듯,� 새로운�관점으로의�전환이�필요하

다.�문화재�경계부의�기능을�문화재�보호를�위한�완충지대이자�유휴공간에

만�한정하지�않고,�도심부를�구성하는�하나의�요소로�고려하여�주변�지역

과�새로운�관계를�만드는�공간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117) 역사도심의�정체성과�장소성을�보호,�유지하기�위해�문화재�주변�지역을�문화재의�연

장�및�확산의�개념�속에�통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출처:� 『역사도심�기본계획』,�서

울특별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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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최근�2층�한옥이�활발하게�건축되는�권농동�일대의�상황을�비판적

으로�바라보고,�이를�통해�도심부�내�한옥밀집지역의�미래상을�예측할�필

요가�있다.�오늘날�권농동�일대는�2010년�이후�순라길�주변의�한옥�신축

을�유도함으로써,�향후�발생할�건축�활동의�선택지를�점점�좁혀나가고�있

다.�특히�일부�구역은�한옥밀집지역�내�‘한옥건축지정’을�통해�한옥�신축

을�의무화�하고�있어,�향후�권농동�일대는�기존의�도시형�한옥과�다수의�

2층�신축�한옥이�공존하는�지역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같은�규제와�인센티브는�협소한�필지에�따른�건축적�제약을�극복하

고�권농동�일대의�건축�활동을�유도함으로써�낙후된�지역을�개선하는�효

과가�있는�것으로�사료되며,�건축�가이드라인의�경우�한옥�보조금�지원�정

책을�운영하기�위한�효율적인�수단인�것으로�보인다.� 또한� 2008년� 이후�

신규�한옥의�공급을�지향하는�오늘날�서울시의�한옥�보전·진흥정책의�관

점에서�본다면,� 2010년�이후�권농동�일대의�도시계획에서�나타나는�제도

적�변화는�대상지�내�한옥의�공급률과�접근성,�밀집도를�높이는�차원에서�

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찍어내듯�유사한�형태의�한옥이�생겨날�가능성을�경

계할�필요가�있다.�특히�현행�지구단위계획과�서울시�조례에�의해�한옥의�

내·외부�형태와�재료�사용에�대한�세부�기준을�제시하고�있어,�신축�한옥

에�적용�가능한�형태와�재료는�일정�범위�내에서만�허용된다고�볼�수�있

다.�특히�오늘날�권농동�일대에�신축된�2층�한옥들이�기존�도시형�한옥과�

다른�특징을�공통적으로�지니고�있는�것을�볼�때,�이를�보존의�측면이�아

닌,�한옥밀집지역�내에서�이뤄지는�또�다른�개발의�양상으로�다루어야할�

필요가�있다.�따라서�각각의�한옥은�신축�시�주변에�분포하는�기존�도시형�

한옥과의�조화를�고려할�필요가�있으며,�권농동�일대에�적용되는�도시계획�

또한�이와�관련된�세부�지침과�가이드라인이�보완되어야�할�것이다.

이처럼�본�연구는�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등�실천적�성격을�

지닌�하위�도시계획을�중심으로�재개발�해제�이후�권농동�일대의�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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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고�그�원인을�분석하였다.�특히�시기별�제도에�따른�규제와�인센티

브가�만든�도시�공간의�변화에�초점을�두었다고�볼�수�있으며,�이를�통해�

오늘날�서울�도심부의�한�부분인�재개발�해제�지역의�도시�공간에�대한�

이해를�도모하고�향후�도시계획의�방향을�논의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는�

측면에서�의의를�갖는다.

그러나�도시계획�및�제도�변화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여,�개별�건물

의�신축�및�변화에�있어�형태와�용도를�결정짓는�세부적인�사항들에�대해

서는�분석�대상으로�고려하지�못하였다.�또한�도심부�내�모든�재개발�해제�

지역을�대상으로�진행하진�못하였으므로,� 본�연구의�논의�내용을�도심부�

전체에�적용하는�데에는�일정�부분�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그러나�

본�연구에서의�분석�방식을�바탕으로�추후�도심부�내�다른�재개발�해제�

지역의�자료를�함께�수집하여�공통분모를�발견한다면,� 향후�서울�도심부�

계획의�전반적인�내용을�보완하는�데�있어�가치를�지닌�연구가�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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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가로 및 필지 변화 분석자료-1910년 필지 및 가로 현황 

[출처: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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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가로 및 필지 변화 분석자료-1959년 필지 및 가로 현황 

[출처: 『지번구획입대서울정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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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3>가로 및 필지 변화 분석자료-1986년 필지 및 가로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지번안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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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4>가로 및 필지 변화 분석자료-1995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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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5>가로 및 필지 변화 분석자료-2016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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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6>가로 및 필지 변화 분석자료-2017년 수치지형도



-�142�-

<부록1-7>가로 및 필지 변화 분석자료-대상지내 가로의 확정 기준 연도 

[출처: 2016년 지적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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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8>가로 및 필지 변화 분석자료-대상지내 필지 형태의 확정 기준 연도 

[출처: 2016년 지적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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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1>건축물 현황 분석자료-사용승인일자에 따른 신축·개축 건축물의 현황 

[자료출처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201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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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2>건축물 현황 분석자료-대상지 내 건축물의 층수 현황 

[자료출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201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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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3>건축물 현황 분석자료-대상지 내 건축물의 구조 현황

[자료출처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201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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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4>건축물 현황 분석자료-권농동 일대 한옥 분포 현황(2019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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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용도 변화 분석자료-1980년대 권농동 일대의 1층 주용도 

[출처: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특별시, 2004,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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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2>용도 변화 분석자료-2003년 권농동 일대의 1층 주용도 

[출처: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특별시, 2004, 저자 재작성]



-�150�-

<부록3-3>용도 변화 분석자료-2019년 현재 권농동 지역의 1층 주용도 

[출처: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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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4>용도 변화 분석자료-2019년 현재 권농동 지역의 귀금속산업 관련시설 분포 

[출처: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서울특별시, 2018,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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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1>시기별 항공사진-1978년, 재개발이 해제된 이후 권농동 일대 항공사진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본 연구의 대상지로, 

각 건물의 지붕 형태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남아있던 도시형 한옥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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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2>시기별 항공사진-1988년, 도시설계 적용 직후 권농동 일대 항공사진.

사진 상단 백색 원으로 표시된 구역을 보면,

기존의 주거 밀집지역이 철거 된 이후 공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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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3>시기별 항공사진-1996년 권농동 일대 항공사진

대상지 동측 서순라길이 개설된 이후의 상황을 보여준다.



-�155�-

<부록4-4>시기별 항공사진-2004년 권농동 일대 항공사진

북측 율곡로 주변 지역의 건물이 철거되고(사진 상단의 백색 원), 

공원화가 이뤄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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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5>시기별 항공사진-2016년 권농동 일대 항공사진

대상지 내 분포하는 도시형 한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진에서 백색 박스로 표시된 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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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서순라길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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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17-7호]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최고높이�8m�이하 ·건축물�최고높이�11m�이하 권농동�일대

3구역 ·건축물�최고높이�14m�이하 ·건축물�최고높이�17m�이하

4구역 ·관련법규�준용

공통사항

·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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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한옥의 외관 및 내부 기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한옥 수선 등 기준

(시행 2018.7.5.)

한

옥

외

관

한옥의

지붕

․ 지붕은�한식기와를�사용하여�기와를�잇도록�한다.

․ 지붕�기와의�하부구조는�방수와�하중�등을�고려하여�적절한�공법을�선택하도록�하고,�지붕구조�방식에�따

라�서까래만을�또는�서까래와�부연을�함께�설치한다.

․ 지붕�형태는�평면�형태에�따라�맞배지붕,�우진각지붕,�팔작지붕으로�하고,�맞배지붕을�설치할�경우�목기연

과�박공을�설치한다.

․ 차양을�설치할�경우�동판�등을�사용하되�처마의�곡선미가�잘�드러나도록�한다.

한옥의

외벽

․ 도로와�면하는�외벽은�상부,�중부,�하부로�구성하고,�상부는�창호와�회벽으로�하고,�중부는�붉은�벽돌과�사

고석으로�하며,�하부는�장대석으로�한다.

․ 축대가�있는�경우�축대석�쌓기�등으로�외벽재료와�구분한다.

․ 목조기둥의�상부는�노출시키고,�하부는�외벽에�묻어�노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인접한�한옥을�고

려하여�목조기둥�전체를�노출�할�수�있다.

․ 도로와�대지의�높이�차이를�이용하여�축대�부분에�차고�등을�설치하는�경우,�사안별로�위원회에서�심의를�

통하여�결정한다.

한옥의

담장

․ 담장�계획�시�주변�가로경관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며,�한옥�외관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한다.

․ 담장의�재료는�축대부분은�축대석�쌓기로�하고,�그�위�부분은�장대석�사고석,�붉은�벽돌�등을�사용하도록�한다.

․ 담장의�상부에�기와지붕을�얹는�것을�권장한다.

한옥의

문간
․ 대문과�중문은�목재를�사용하도록�하며,�대문의�철재�장식은�전통장식�문양을�따른다.

한옥의

입면

․ 외부와�마당에�면하는�창호는�목재창틀로�한다.

․ 창호재료는�한지,�유리,�아크릴�한지�등�빛이�투과하는�재료를�권장한다.

․ 이중�창호를�사용하여�기둥�두께보다�두꺼워질�경우,�한옥내부로�돌출시킬�것을�권장한다.

․ 한옥의�입면은�목조기둥이�온전하게�드러나도록�하고,�벽면은�회벽으로�마감한다.

한옥의

방재�

․ 수선�및�신축�시�기둥,�서까래�등�목재에는�방습ㆍ방부ㆍ방염�등을�위하여�오일스테인,�우드스테인�등으로�

도포하거나,�그�이상의�효과를�가진�조치를�하여야�한다.

․ 한옥의�개보수나�신축시�기초소방시설인�단독경보형감지기와�소화기를�설치한다.

기타 ․ 상기�공사를�위해�부수적으로�수행되는�부분�등을�말한다.

한

옥

내

부

설비

방식

․ 난방설비는�온수�순환난방방식이나�전기�온돌방식으로�하고,�바닥마감은�실의�용도에�따라�장판지,�타일,�비닐

시트류,�목재�등으로�마감한다.

․ 보일러실은�지하�또는�문간채에�설치하고,�채와�담장�사이에�설치하는�경우�보일러실의�높이는�담장선�보다�낮

게�하여�처마를�가리지�않도록�한다.

․ 벽체는�적절한�방식을�채택하여�시공하되,�목재기둥의�폭을�넘지�않도록�유의한다.�외부마감은�회벽을�권장한다.

부엌의

구조

․ 바닥높이를�조정하고,�입식부엌으로�개량할�것을�권장한다.

․ 부엌�상부공간을�이용하여�다락을�설치하거나,�지하를�이용하여�방이나�창고�등으로�사용하는�것도 바람직하다.

화장실

과�

목욕실

의�구조

․ 화장실은�수세식으로�개량할�것을�권장한다.

․ 목욕실과�함께�안방�뒤쪽이나,�문간채�또는�장독대�하부�등�적절한�위치에�시설한다.

기타 ․ 상기�공사를�위해�부수적으로�수행되는�부분�등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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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지번

대지

면적

(㎡)

주용도 주구조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층수

지하

층수

사용

승인

일자

건축

시기
비고

권농동 10 154.6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48.9 1678 5 1 2016.4.12 4기

권농동 112 61.9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13 42.63 근린생활시설 벽돌 54.9 109.8 2 1 1993.07.08.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14 62.8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15-3 522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철근콘크리트 55.9 316.8 5 3 2005.5.25 3기

권농동 120-2 44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 - 2 - 1970.12.12

권농동 121-1 60.1 근린생활시설 시멘트벽돌 - - 1 - 1985.6.29

권농동 123 408.8 자동차관련시설 철골조 34.8 39.6 2 -

권농동 126-1 168.6 근린생활시설 목조 54.9 54,9 1 -

권농동 126-2 148.8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8.5 272.9 5 1 2005.2.7 3기

권농동 127-1 89.3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8.8 287.3 5 1 1997.7.29 2기

권농동 127-2 122.3 권농동�127-1번지와�합필

권농동 127-4 185.3 문화및집회시설 철근콘크리트 64.84 276.64 5 1 2003.9.16 2기

권농동 128 176.5 권농동�127-1번지와�합필

권농동 130 204.2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64.8 180.9 3 1 2002.5.22 2기

권농동 133 162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63.9 191.15 3 1 2002.6.22 2기

<부록8>권농동 일대 건축물 대장

(2019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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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지번

대지

면적

(㎡)

주용도 주구조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층수

지하

층수

사용

승인

일자

건축

시기
비고

권농동 134-1 85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7.89 110.8 2 1 2009.12.31 3기

권농동 136 79.3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37 89.3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38 115.7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39-1 244.6 노인복지시설 철골조 66 132 2 - 2009.12.31 3기

권농동 139-2 56.2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권농동 140 241.3 주택 목조 - - 1 - 1964.7.1

권농동 140-1 76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41-2 87.5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1-3 69.4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41-4 156.2 근린생활시설,�주택 58.66 117.31 2 1 1994.01.14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1-5 75.3 근린생활시설 벽돌 - 101.3 2 1 1984.09.11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2-1 272.5 근린생활시설 철골 67.45 126.19 2 2005.08.12 3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2-3 57.3 근린생활시설,�주택 68.45 123.48 2 1 2009.11.06 3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2-4 181.8 권농동�142-3번지와�합필

권농동 144-1 82.7 - - - -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4-2 56.6 주택 목조 - - 1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5-1 92.6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46 63.3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7 47 주택 벽돌 - - 2 1 1962.06.09. 서순라길�인접�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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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지번

대지

면적

(㎡)

주용도 주구조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층수

지하

층수

사용

승인

일자

건축

시기
비고

권농동 148 43.9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49 38.2 권농동�150번지와�합필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50 102.5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7.9 115.8 2 1 2007.6.20 3기

권농동 151 109.1 주택 목조 - - 1 1

권농동 152-1 77.3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52-2 141.8 주택 목조 - - 1 - 1960.11.5

권농동 153-1 54.5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54 86 문화및집회시설 철근콘크리트 79.8 159.6 2 - 2011.1.17 4기

권농동 155-1 170.4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 - 3 1 1970.1.20

권농동 156 157.1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권농동 157 83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권농동 158 77.8 근린생활시설 목조 88.3 168.3 2 -

권농동 159 61.3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2.9 105 2 - 2014.3.11 4기

권농동 160 122.3 근린생활시설 목조 54 54 1 -

권농동 161 112.4 주택 목조 - - 1 -

권농동 162-1 51.1 근린생활시설,�주택 목조 - - 1 - 1956.12.15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63-4 16.5 주택 목조 - - 2 - 1954.12.30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63-5 17.9 근린생활시설 목조 - - 2 - 1954.12.30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64-2 184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60.43 120.86 2 1 2009.01.23 3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65-1 84.6 주택 목조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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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지번

대지

면적

(㎡)

주용도 주구조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층수

지하

층수

사용

승인

일자

건축

시기
비고

권농동 165-5 153.1 근린생활시설 시멘트벽돌 - - 1 - 1975.6.2 -

권농동 165-6 61.2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66-1 55.2 근린생활시설 시멘트벽돌 74.6 146.47 2 - - -

권농동 167 48.4 주택 철근콘크리트 59.4 178.3 3 - 1999.11.27 2기

권농동 168 60.2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1948.12.1 -

권농동 169-1 19 - - - - - - - -

권농동 169-3 28.1 - - - - - - - -

권농동 170-1 24.5 주택 벽돌 87.7 175.4 2 - - -

권농동 170-11 11.1 - - - - - - - -

권농동 170-14 15.5 - - - - - - - -

권농동 170-2 33.7 근린생활시설 벽돌 94.9 189.85 2 - 1948.12.2 -

권농동 170-3 24.1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70-5 22.8 - - - - - - - -

권농동 170-6 46.3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권농동 170-7 14.2 - - - - - - - -
권농동 171-12 41.3 근린생활시설 목조 48.5 98 2 - 2018.3.21 4기 2층�한옥

권농동 171-15 86.3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71-17 115.7 근린생활시설 벽돌 - - 2 1 1965.12.10 -

권농동 171-18 148.17 주택 목조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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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동 171-2 76 주택 목조 - - 1 - 1949.10.20 -

권농동 171-2 76 주택 목조 - - 1 - 1973.3.10 -

권농동 171-25 40.8 주택 목조 - - 1 - 1948.12.30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71-26 22.6 주택 목조 - - 1 - 1993.02.15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71-3 105 주택 목조 - - 1 - 1946.8.27 -

권농동 171-31 48.6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71-36 91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68.1 136.3 2 - 2001.9.27 2기

권농동 171-4 66.1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71-6 141.02 근린생활시설 목조 71.84 140.32 2 1 2011.08.11 4기 서순라길�인접�필지,�2층�한옥

권농동 172 69.3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71.71 133.74 2 1 1996.10.21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73-1 43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73-2 52.9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74 72.7 근린생활시설 철골 74.7 149.4 2 - 2008.5.1 3기

권농동 176 76 근린 목조 - - 2 - 2019(예정) 4기 2층�한옥

권농동 178 66.1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79 143.45 근린생활시설 벽돌 69.93 136.1 2 1 1995.03.11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0 117.3 근린생활시설 목조 - - 2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1-4 72.7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9.5 178.5 3 1 1998.5.1 2기

권농동 182-11 89.3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권농동 182-4 14.3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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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동 182-5 73.8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2-6 72.7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2-7 52.9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2-8 69.4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권농동 182-9 69.4 주택 철근콘크리트 68.7 68.7 1 - - -

권농동 183-1 20.3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3-2 125.6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권농동 183-3 32.7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3-4 59.5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3-5 76 - - - - - - - -

권농동 183-6 33.1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1949.12.20 -

권농동 184-1 181.8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9.8 172.8 3 1 1998.5.26 2기

권농동 184-2 79.3 권농동�184-1�필지와�합필

권농동 184-3 91.9 근린생활시설 철골 64.5 129 2 1 2006.2.28 3기

권농동 185-1 127.7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9.97 119.95 2 1 1998.05.08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5-1 62.7 문화및집회시설 철근콘크리트 57.9 113.9 2 2 2018.10.22 4기

권농동 185-11 61.5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5-12 105.77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71.34 142.68 2 1 1997.11.08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5-13 44.7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5-4 115.7 주택 목조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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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동 185-5 60.8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5-6 109.1 근린생활시설 목조 63.2 63.2 1 - - -

권농동 185-9 49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6 187.8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9.5 171.1 3 1 2001.10.29 2기

권농동 187-1 59.5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7-1 55.5 근린생활시설 목조 76.7 76.7 1 - - -

권농동 187-12 103.5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7-13 111.1 주택 목조 60.3 60.3 1 - 2018.3.21 4기

권농동 187-14 112.1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7-15 133.6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7-16 39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권농동 187-18 39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권농동 187-19 133.6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7-2 127.9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7-2 130.2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1991.6.4 2기

권농동 187-21 130.2 근린생활시설 목조 64.7 64.7 1 - - -

권농동 187-23 116.4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7-25 103.8 문화및집회시설 목조 46.3 85.6 2 1 2013.12.10 4기 2층�한옥

권농동 187-3 66.1 근린생활시설 벽돌 59.7 119.4 2 - 1999.12.31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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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동 187-5 82.6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권농동 187-6 118.3 주택 목조 - - 1 - - -

권농동 187-7 141.5 근린생활시설 목조 63 63 1 - - -

권농동 187-8 135.9 근린생활시설 목조 55.9 55.9 1 - - -
권농동 188-1 211.81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5.16 90.8 2 1 2002.07.19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8-2 123.3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89-2 213.7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9.72 119.44 2 1 1997.01.17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90-1 78.5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권농동 190-2 311.3 문화및집회시설 목조 42.5 66.5 2 2 2017.03.16 4기 서순라길�인접�필지,�2층�한옥

권농동 191-3 371.32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5.93 105.59 2 1 1995.02.06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1 31.5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2 72.7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3 76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4 39.7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5 39.7 근린생활시설 목조 50.78 88.86 2 - 2018.7.30 4기 2층�한옥

봉익동 1-7 32.2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8 72.7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9 66.1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2 660.1 종교시설 철근콘크리트 - - 3 1 1986.11.07 -

봉익동 3 276.2 종교시설 철근콘크리트 - - 3 1 198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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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익동 6 142.1 숙박시설 철근콘크리트 - - 6 1 1988.9.28 2기

봉익동 7-1 347.1 숙박시설 철근콘크리트 - - 5 1 1982.12.3 -

봉익동 7-2 191.7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 - 3 1 1976.9.6 -

봉익동 8-1 426.4 근린생활시설 벽돌 - - 3 1 - -

봉익동 9-1 229.1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9-12 147.8 근린생활시설 벽돌 - - 3 1 - -

봉익동 9-3 511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64.9 309.2 5 1 2000.9.5 2기

봉익동 9-7 99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9-8 103.5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9-9 94.2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9.3 271 5 - 2006.6.8 3기

봉익동 10-1 773.2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8.1 268.7 5 - 2007.2.7 3기

봉익동 11-1 88.71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69.6 139.2 2 - 2009.05.04 3기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1-11 86.6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1-12 109.8 근린생활시설 연와조 - - 3 1 - -

봉익동 11-13 89.9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1-14 116.7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1-16 63.1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1-17 70.1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1-18 283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9.9 118.7 2 1 2003.1.7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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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익동 11-2 49.6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1-2 183.1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59.6 119.2 2 1 2003.4.15 2기

봉익동 11-21 109.8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1-22 102.1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1-3 40.1 근린 목조 - - 2 - 2019(예정) 4기 서순라길�인접�필지,�2층�한옥

봉익동 11-4 36.1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1-5 40.6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1-6 193.1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1-7 76.7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1-8 89.9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1-9 93.2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2-1 51.8 주택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2-1 99.2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2-11 66.1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2-12 46.3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2-13 231.4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 - 4 1 - -

봉익동 12-14 59.5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2-15 69.4 근린생활시설 목조 39.9 39.9 1 - - -

봉익동 12-16 56.2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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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익동 12-17 79.3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2-18 46.3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2-2 76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2-21 82.6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2-22 271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69.9 274.8 4 - 2008.12.17 3기

봉익동 12-23 103.4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 - 3 1 1982.10.30 -

봉익동 12-24 102.5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2-25 102.5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2-3 50.6 근린생활시설 목조 61.1858 104.1107 2 - 2018.06.08 4기 서순라길�인접�필지,�2층�한옥

봉익동 12-4 63.1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2-5 45.6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2-6 46.3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12-8 76 근린생활시설 목조 - - 1 - - -

봉익동 12-9 76 주택 목조 - - 1 - - -

봉익동 14 79.3 - - - - - - - -

봉익동 15 62.8 근린생활시설 시멘트벽돌 - - 1 1985.6.29 -

봉익동 15-1 33.1 - - - - - - - -

봉익동 19-1 560.7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 - - 6 1 1984.7.24 -
봉익동 36-1 101.4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66.27 132.54 2 1 1997.10.02 2기 서순라길�인접�필지

봉익동 37-2 39.7 파출소,�사무소 철근콘크리트 - - 2 - 196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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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Urban�Planning�and�

Spatial�Change�of�the�Redevelopment�

Project-Cancelled�Area�

in�Seoul�City�Center

-Focused�on�Gwonnong-dong,�Jongno-gu,�Seoul-

Taehong�Park

Department�of�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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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Seoul� city� center� is� a� place� where� traces� of� a� long�

time� have� been� accumulated� and� the� traces� of� each� era� -from�

old� waterways� and� roads,� Seoul� City� Wall� and� palaces� to�

architectural� heritage� of�modern� times-� appear� together.� As�we�

can� see� through� the� title� of� 'The� Comprehensive� Plans� for�

Historic�City�Center'�which�is�a�current�city�center�management�

plan� of� Seoul,�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created� by�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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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s� of� time�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haping� the� identity� of� Seoul� city� center� today.� In� particular,�

The� redevelopment� project-cancelled� area� covered� by� this� study�

is� a� place� where�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eoul� clearly�

appear.� It� can� be� seen� as� a� place� where� there� are� many�

possibilities�to�determine�the�identity�of�the�"Historic�City�Center"�

in�the�future.

Therefore,� This� study� began� with� the� present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redevelopment� project-cancelled�area� in� today's�

urban� management.� Also,� to� look� critically� at� the� current� urban�

planning� and� discuss� proper� management� of� the� redevelopment�

project-cancelled�areas,�the�district�of�Gwonnong-dong,�Jongno-gu�

was� selected� as� the� target� site�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urban�space�in�the�redevelopment�project-cancelled�area.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urban� space� in� Gwonnong-�

dong,� the�status�of�physical� environment�and�usage�distribution�

was�investigated�and�the�process�of�change�of�each�element�was�

tracked� in� chronological� order.� Through� this� process,�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 in� Gwonnong-dong� have� been�

derived.� and� the� background� of� each� characteristic� and� the�

process� of� change� were� revealed� by� tracing� the� changes� in� the�

various� urban� plans� applied� to� the� Gwonnong-dong� area� after�

the� redevelopment� project� was� cancelled.� First,� the� physical�

environment� at� the� target� site� followed� the� existing� scale� even�

after�the�redevelopment�project�was�cancelled,�but�existing�dwelling�

was�rapidly�commercialized.��And�such�a�change�could�be�attributed�

to� the� contradictions� that� arose� between� the� basic� direction� and�

detailed�guidelines� in�urban�planning�by�time.�Second,�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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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ity� as� an� area� adjacent� to� Jongmyo� Shrine,� a� major�

cultural� property,� this� study� took� note� of� � the� changes� that�

occurred�in�the�Seosulla-gil�area�after�the�redevelopment�project�

was� cancelled.� In� the� 1960s,� as�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zone�was�designated,�Seosunra-gil�area�has�been�treated�only�as�

a� maintenance� target.� However,� recently,� it� has� been� given� a�

new� placeness,� as� it� has� been� planned� as� a� hub� for� urban�

regeneration.� Third,� the� two-story� Hanok� that� began� to� appear�

after� 2010� was� established� as� a� major� component� of� the� urban�

space�around�Gwonnong-dong.�It�can�be�seen�as�a�change�caused�

by� the�designation� of�Gwonnong-dong�area�as�a�Hanok� clustered�

district.�And� two-story�Hanok� shows� a� architectural� feature� that�

distinguishes�it�from�the�existing�urban�Hanok.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was� able� to� derive�

issues�related�to�the�problems�of�land�use�management�in�district�

unit� plan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surrounding�areas,� and� the�management� of�Hanok�clustered�

district.� First,�more� systematic�use� control�measures�are� required�

when� establishing� urban� planning,� and� detailed� guidance�

regarding�the�preservation�of�existing�uses�should�be�provided.�A�

management� plan� is� needed� to� ensure� that� surrounding� areas� of�

the�major�cultural�properties�are�effectively�linked�to�the�cultural�

properties,� and�concerns�about�uniform�architecture�are� raised� in�

the� process� of� inducing� the� construction� of� a� new�Hanok� in� the�

Hanok�clustered�district.

As� such,� this� study� sought� to� trace� the� changes� in� urban�

space� in� redevelopment� project-cancelled� area� through� the�

example�of�Gwonnong-dong,�and�to�point�out�the�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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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mitations� of� urban� planning.� This� perception� of� the�

problem� could� be� applied� not� only� to� the� Gwonnong-dong,� but�

also� to� other� areas� in� the� city� center.�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in�terms�of�empirical�research�to�promot�an�understanding�

of�urban�space�in�the�redevelopment�project-cancelled�area,�which�is�a�

part�of�Seoul�city�center�today,�and�to�discuss�the�future�direction�of�

urban�planning.

keywords� :� Gwonnong-dong,� Urban�Regeneration,� Historic� City�

Center,� Two-story� Hanok,� Redevelopment� Project-�

Cancelled�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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