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성곽마을 행촌권역은 주거환경개

선사업 이후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 주를 이루는 저

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도시형 한옥주택과 상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도 혼재되어 있다. 주변 지역이 

모두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고

유의 주택유형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다. 

특히 행촌은 한양도성은 물론, 딜쿠샤 등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하철3호선 독립문역

에서 성곽까지 20m가 넘는 고저차의 경사지에 형성되어 

자연발생적인 좁은 골목부터 새롭게 형성된 계단길, 연립

주택을 연계하는 골목까지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더불어 ‘남으로 창을 내겠소’를 쓴 시인 김상용

과 소설 ‘감자’를 쓴 김동인이 이곳에 살며 다수의 작

품을 남겼다. 이 외에도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선생과 최

초의 여기자로 알려진 추계 최은희선생이 행촌동에서 꽤 

긴 시간을 살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를 이

어 40년, 50년 동안 삶을 일궈온 성곽마을을 중심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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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일부임.

후주거지의 다양한 주택유형과 필지변화를 살펴보고 기

록화 하고 후속으로 진행될 근린재생 위한 활성화를 위

한 블록별 계획 수립제안에 대한 기초연구로서의 그 목

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주택의 유형은 가로 및 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정 필지에서 주택유형의 직접적 변화에 대한 서

류상의 증명은 현존 건물의 건축물대장만 존재하기에 확

인이 불가능 하지만 다양한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 주택유형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

장(건축시기), 토지대장(필지변화)을 통해 주택유형과 필

지변화의 시기 및 관계성을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행촌의 형성과 물리적, 도시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문기사와 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

였다. 

사전조사 이후, 현 지적도를 통해 주요한 주택유형별로 

주거블럭을 나누었으며, 각 블록별 대표 유형을 실측, 조

사하여 기록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지형과 주택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

명을 녹취하여 기록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택유형의 발전이 가로와 필지의 형성, 발전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도면화하고 이론

적 근거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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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type in the Haengchon district, which was one of the target areas for 
castle town renewal projects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preserve and protect the residential area around the castle 
along with the promotion of the Seoul City Wall’s UNESCO inclusion. In the process of recording the life culture of the village, whi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stablish the rehabilitation plan, it was recognized that the village has various types of houses. The analysis of this is 
not only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village,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be a major factor in establishment. Therefore,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in the rural area were studied. Through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of the street had a great effect 
on the housing type. Especially, since the types of these houses are blocked, it is considered that if different plans can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continue to be a healthier village if different plans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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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촌동의 형성

2.1 오래된 사진 속의 행촌동

외국인에 의해 촬영된 조선시대 후기 경성의 사진 중 

행촌동 주변의 풍경은 주로 ‘영은문’과 ‘무악재’, 그

리고 ‘독립문’과 같은 특징적 장소들을 중심으로 나타

났다. 이후에는 전차종점으로서의 독립문, 사직터널의 개

통, 성신고사도로 건립, 독립문의 이전, 독립문공원의 건

립과 같은 도시변화 속에서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후기에는 황무지와 같은 공간이

었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본격적으로 주택지가 형성되어 

인왕산자락의 나지막한 주거지로 자리 잡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 (좌) 영은문, (우) 이전 전 독립문

출처. http://cafe.naver.com/mamj8836/31203 

2.2 마을의 형성

범례] ■딜쿠샤 ■대 ■도 ■천 ■구 ■전 ■임 ―·―권역경계

지번 / 지목 소유자 지번 / 지목 소유자

교북동1 전 조선농업주식회사 현저동46 전 조선농업주식회사

교북동2 대 조선농업주식회사 현저동47 전 조선농업주식회사

교북동3 전 조선농업주식회사 행촌동1 대 E.A. Ellioet 

교북동4 전 조선농업주식회사 행촌동41 대 양동환

교북동5 대 國 행촌동171 대 佐藤伊九郞
교북동6 대 國 행촌동206 전 佐藤伊九郞
교북동7 전 조선농업주식회사 행촌동209 대 조선농업주식회사

그림 2. 1912년 지적원도 및 대형필지 소유주

자료 : 국가기록원의 지적원도 및 토지조사부 자료를 활용

앞서 일제강점기 이후 본격적으로 주택지가 형성되었

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일제에 의해 작성된 1912년 지적

도를 통해 주택용 필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

데, 당시에는 현재 행촌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본번 210

번지 일대는 아직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

한 내용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1912년 지적원도 및 1939

년, 1967년, 1984년, 1999년의 폐쇄지적도의 비교를 통해 

가로 및 필지의 변화를 통해 마을의 역사를 이해하였다.

3. 행촌동의 도시공간 : 길과 필지의 변화

3.1 마을의 확대 및 행촌동 209번지의 필지분할

그림 3 . 1939년 및 1967년 폐쇄지적도

자료 : 종로구청 폐쇄지적도 재작성

우선 1912년과 1939년 지적도의 비교를 통해 행촌동의 

마을의 형성은 남동쪽 즉, 현 교남뉴타운의 일부에서부터 

북서쪽의 한양도성의 방향으로 확대되었음 알 수 있었다. 

1939년 지적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1912년 지적도에는 

없던 행촌동 210번지에 가로가 형성되고 필지가 구획된 

것이다. 이들 필지의 토지대장을 통해 1933년경 주택을 

위한 필지 분할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아 더

불어 행촌동 1번지의 필지들은 분할되고, 행촌동 171번지 

동측에 171-9번지라는 대형필지가 하나 더 생겨나 마을

이 확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부터 경사가 높은 곳까지 확대된 것인데, 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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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점기 경성의 확대 및 인구의 급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1912년 지적도에서 대형필지로 조선농업주식회사가 소

유하고 있던 209번지는 1939년 지적도에서는 유실되어 

그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번 209번지에서 분할된 

여러 필지에는 현재까지도 도시형 한옥이 남아있기에 이

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행촌

동 209번지에는 1915년 운니동에 있던 경성은사수산제사

장이 이전해 왔으며 이는 양잠기술을 가르치거나 보급하

는 강습소로 활용되었다. 1924년 3월 31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운영되었는데, 1927년 ‘카타

쿠라제사방적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경성제사소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가 폐업은 언제 확정된 것인지 자료

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1945년 광복 전후에 철수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9번지는 1958년경에 필

지가 분할되었다는 것을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때 도시형 한옥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었다. 

3.3 행촌동의 변화

그림 4 . 1987년 및 1999년 폐쇄지적도

자료 : 종로구청 폐쇄지적도 재작성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로의 변화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1967년 사직로의 연장에 따른 사직터널이 

건립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필지들이 사라졌으며, 일

부는 사직터널 위에 남겨지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면서 행촌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한양

도성주변의 무허가건축물들이 철거되었으며, 도로 등 도

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행촌동 내부

에는 새로운 도로가 생겨났고, 일부의 필지들의 사라지거

나 축소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계획의 실

행은 2000년대 초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행촌동 내부의 

필지와 주택유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행촌동의 길과 주택유형

4.1 가로 및 주택 현황조사

3장의 행촌동의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차

례의 기초답사를 실시했다. 오랜 역사가 축적되어 있고, 

경사지라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가로의 형태와 

위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7월 여름부터 분석, 

조사했던 이 부분은 실측을 통해 야장을 그리고 도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대상지역 전체를 주요 유형으로 나누

어 구분하여, 유형별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담고자 노력

하였다. 주택사례의 경우, 심층면담이 함께 이루어진 후 

실측을 진행하였기에 보다 구체적인 삶도 함께 기록할 

수 있었다. 

4.2 가로 및 주택 유형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통한 필지 및 가로변화 확인을 

통해 주택의 유형은 주로 가로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한옥밀집골목-도

시형한옥 2)할머니슈퍼길-연립주택 3)상가밀집길-상가주

택 4)큰 계단길- 1990년대 다세대 5)넓은 마당 아랫길

-1990년대 다가구 6)작은 계단길-2000년대 연립주택 등 

행촌을 대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길과 주택으로 구

분하였다. 

1)한옥밀집골목은 앞서 언급하였던 행촌동 209번지가 

1950년대에 분할되어 도시형한옥이 집중적으로 공급된 

골목이다. 전체 구역경계 내에서 남서측에 위치하여 경사

가 거의 없으며, 골목의 폭도 3m~4m로 형성되어 있어 차

량의 통행도 가능하다. 2)할머니슈퍼길은 마을에서 주요

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할머니슈퍼의 남측의 8m도로

를 말하며, 이는 1912년도 지적도에서도 확인 가능한 오

래된 길이다. 2000년 초 길의 확폭으로 인해 도로의 북측

에 면한 주택들의 재건축이 이루어졌으며,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남측의 필지들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비교

적 큰 필지들로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큰 규모의 단독주

택과 연립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다. 3)상가밀집길은 1912

년 지적도상에서는 구(溝)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1930년대 

후반 행촌동 210번지가 생겨나면서, 복개되어 도로가 되

었다. 이 길은 행촌동과 무악동의 경계를 형성하고, 1950

2017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7권 제1호(통권 제67집) 2017.4.27~4.28

- 253 -



구분 도시형한옥 상가주택

위치 행촌동 209-54 행촌동 210-210

대지면적 174.2㎡ 56.20㎡

연면적 82.64㎡ 180.60㎡

규모구조 1F / 목구조 B1~4F / RC

필지특징
-1958년 본번 209번지에서 

분할

-1930년 본번 210번지에서 

분할

가로특징

-도시형한옥 및 다가구 

혼재

-북측에 폭3m도로와 접함

-서측에 상가가 밀집한 

폭8m도로와 접함

-남측에 폭3m도로와 접합

모습

구분 1990년대 다가구 1990년대 다세대

위치 행촌동 210-172 행촌동 201-=121

대지면적 109.10㎡ 105.66㎡

연면적 207.56㎡ 329.04㎡

규모구조 B1~3F / 벽돌 B1~4F / RC, 벽돌

필지특징

=고저차가 있는 

2개(210-452, 210-172)의 

필지 1993년 합필

-고저차이가 있는 2개의 

필지가 1991년에 합필

가로특징

-남측에 폭5m도로와 접합

-서측에 폭6m도로와 접합

-서측도로는 1993년에 

확폭되어, 필지 일부 포함

-남측에 폭6m도로와 접함

-서측에 폭3m계단길과 접함

-계단길은 1991년 비탈길을 

정비한 것임

모습

구분 1980년대 연립주택 2000년대 연립주택

위치 행촌동 1 행촌동 171-135

대지면적 676.5㎡ 260.20㎡

연면적 427.77㎡ 833.02㎡
규모구조 B1~2F / 세멘벽돌 B1~4F / RC

필지특징 -1960년대 말 개미마을
-필지(171-135,136,137,138,

139,140)를 합필

가로특징
- 대지보다 높은 북측에 

폭8m도로에 접함

-서측에 폭5m도로와 접함

-남측에 폭3m계단길과 접함

-두 도로는 2000년에 정비

모습

표1. 다양한 주택유형 년대 이후 이 길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형성되었고, 현재

는 마을버스가 통행한다. 4)큰 계단길은 행촌동에서 경사

지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1990년대 초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난간도 없는 시멘트 계단으로 

이루어져있었다. 5)넓은 마당 아랫길은 행촌동 210번지가 

만들어지면서 주요하게 남북을 연결하는 길로 만들어졌

으며, 1993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확폭 

및 포장되었다. 이때 도로양쪽의 필지들은 분할되어야만 

했고, 재건축이 불가피했다. 대부분 1~2개의 필지가 합필

되었기에, 주로 다가구로 계획되었다. 6)작은 계단길은 경

사가 완만하고, 길의 정비가 2000년대 초에 이루어져 여

러 개의 필지를 함하여 연립주택으로 변모되었다.

4.3 유형별 주요 특징 

도시형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ㅁ’자형의 큰 규모

이다. 대다수의 도시형한옥들은 구조는 그대로 두었지만, 

오래된 외벽, 대문, 지붕의 수선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계

단길에 있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코어 및 입구가 계단

과 연결되어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일부 주택은 계

단길이 유일한 가로이기에, 겨울철에는 낙상에 주의해야 

하고, 주차가 완전히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가

주택들은 다양하고 활기찬 가로경관을 형성하는데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위세대의 규모가 작고 

세장하다. 다가구주택들은 외부로 계단이 놓여 있으며, 

1990년대 초에 대부분 건립되어 붉은 벽돌이 주로 사용

되었다. 2000년대에 건립된 연립주택(다세대)들은 여러 필

지들이 합필되어 재건축되었으며, 대부분 6m이상의 도로

와 접하고 있어, 주차장 계획이 일부 이루어졌다.

5.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함께 성곽 주변에 위치한 주거지를 보전 및 보호하기 위

하여 실시한 성곽마을재생사업 대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행촌지구의 주택유형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재생계획 수

립을 위하여 실시되었던 마을의 생활문화기록 과정에서 

행촌지구가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

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분석은 마을의 역사를 이해하

는 것 뿐 아니라, 마을의 지속을 위한 재생계획 수립에서

도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행촌지

구 주택의 유형화와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사지라는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가로의 변

화가 주택 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재건축의 시기별로도 재료 및 유형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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