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최근 서울 곳곳에서 도시형 한옥을 활용하여 도시 재생

하는 지역들이 생겨났고 북촌, 전주, 익선동과 같은 지역

들이 새롭게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고 상권

발달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중, 북촌과 전

주한옥마을은 주거지로의 도시형 한옥으로써 중점을 맞췄

고, 익선동은 상업으로 초점을 맞춰 문화재생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도시형 한옥으로 재생만 될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자산인 도시형 한옥의 보존

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건축물로서의 지역재생을 위한 활

용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를 위해 보고서, 논문 등을 통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

고, 현장답사와 전문가 면담이 진행되었다. 연구의 진행은 첫

째, 국내 도시형 한옥의 문화재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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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둘째, 서울시 익선동의 문화재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

째, 현재 도시형 한옥 문화재생의 문제점 및 필요성을 분석하

였다. 넷째, 해당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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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도시형 한옥의 재생

2.1 도시형 한옥의 역사

도시형 한옥의 등장은 식민지시기에서 시작한다. 식민

지시기에 서울의 산업화의 따른 인구 급증으로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은 주택난과 교통난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도시 주변부의 구획정리와 지구 조닝이 이뤄졌다. 이 계획

은 대규모 주택 건설의 토대가 되었고, 이는 기존에 존재

하던 주택업자들이 새로운 양식의 한옥을 만들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공급자들은 시장적 가치가 있는 대량공급 가

능한 기성품 주택을 건설하길 원했다. 이들은 전래되어 오

던 기존의 주택양식을 기본으로 근대적인 건축 재료를 더

하여 새로운 한옥 양식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도시형 

한옥’이라고 부른다.

도시형 한옥은 새로운 도시 조직에 맞춰 직교좌표를 근

거로 하여 필지를 직사각형의 건물 대지로 분할하였다. 그

에 따라, 마당이 축소되고 중정형으로 변화되었으며, 건물

의 벽이 담장 역할을 하게 하여 여러 건물이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 수 있다. 도시형 한옥의 평면 변화 과정은 경

기지방 살림집 → 불완전ㄷ자 → 완전ㄷ자 → 연립형1), 

중층형2)이다.

Figure 1. Alley Map of 2-16 Okin-dong, Seochon / 

urban-hanok Layout at Kyungdong Market in 

Cheongnyangni (2012.)

(Source : Seoul History Archive home-page)

이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930-60년대에 지어진 도시

형 한옥으로 제한하여 도시형 한옥을 활용한 재생사례를 

조사 하였다.

2.2 북촌 도시형 한옥의 지역재생 사례 

북촌의 도시형 한옥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에 집중적

으로 보급되었으며, 가회동 11번지와 31번지, 삼청동 35번

지, 계동 135번지의 도시형 한옥들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

다. 북촌지역은 1983년에 북촌 전체가 제4종 미관지구3)로 

1) 연립형 : 지붕이 연이어 연결되어 있으며, 벽을 두고 집이 분

절되는 도시형 한옥 유형이다.
2) 중층형 : 일부(문간채)를 2층화 시킨 도시형 한옥 유형이다.
3) 제4종 미관지구은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시

행령 제 16조의 2(지구의 세분))

지정되면서 북촌역사경관보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

으며, 건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졌다. 1991년, 제 4

종 미관지구의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

획이 추진되면서 약 600채의 한옥이 철거되고 약 900채 

정도 남게 되었다. 이후 없어져 가는 북촌을 되살리고자 

2001년 ‘북촌 가꾸기’사업이 시행되었다.

북촌가꾸기사업은 ‘주민의 마음과 의지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는 마을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시작하였고, 이에 4

가지의 큰 계획4)을 수립하여 진행되었다.

현재 도시형 한옥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철거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도시형 한옥

이 건축자산임을 인지하고 철거를 막으며 건축 자산으로 

이끌어내 현재 ‘북촌한옥마을’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났다.

Figure 2. Samcheong-dong City Hanok / Alley Road, 31 

Gahoe-dong / Alley Road, Bukchon-ro 8-gil

(Source : Seoul History Archive home-page(2018.))

2.3 혜화동 도시형 한옥의 공공 건축물 재생 사례

종로구 혜화동 혜화로 12에 위치한 혜화동 주민센터는 

1940년대에 한소제 선생이 지은 한옥으로 1961년 미국으

로 이민가면서 나폴레옹제과점 주인에게 이전되었으나 관

리가 어려워 매물로 나온 건물을 2005년 말에 종로구청이 

사들여 혜화동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최초 한옥

형태의 동사무소인 동시에 한국 걸스카우트의 전신인 대

한소녀단을 창설한 한소제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으로 

보존가치가 있어, 2013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서

울미래유산 홈페이지, 2013)

대지면적 808.1㎡, 건축면적 247.7㎡ 규모의 한옥 건물

로서 기존 한옥의 ‘ㄷ’자 구조에 화장실과 창고 등을 

후면에 배치하여 리모델링하였다. 

Figure 3. Hyehwa-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Entrance / Garden

(Source : Seoul Future Heritage home-page (2013.))

도시형 한옥을 공공건축물로 리모델링한 혜화동 주민센

터는 업무를 처리하러 오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곳을 구경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존재 했다. 설문조사 

4) 송인호(2002.),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연구와 실천,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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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1.8%가 한옥 청사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하

였으며, 리모델링의 장점으로 외부공간(마당)이라는 응답

이 60.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Kang. (2015))

건축자산인 도시형 한옥을 공공 건물로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도시형 한옥을 더욱 접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

었으며, 이용자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익선동 도시형 한옥의 특징 및 가치

3.1 익선동 도시형 한옥의 역사

서울 종로구 위치한 동으로 한성부 정‘선’방과 

‘익’랑골에서 유래되어 익선동이라 불리는 이곳은 철종

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살던 누동궁이 위치한 지역이였

다. 일제강점기에 궁문화가 폐쇄되면서 폐허가 된 이 일대

를 정세권5)이 1920년대에 매입하여 익선동의 좁은 필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의 한옥양식을 근대적으로 개량하여, 

1930년대에 대규모 도시형 한옥 단지를 조성하였다.

Figure 4. The Status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round Ikseon Area

(Source : Ikseon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nd 

Planning Decision (proposal), p.140 (2018.))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 노후화된 한옥을 주거지로써의 

역할이 어렵다 판단한 주민들은 2004년 재개발을 추진했

고, 그 결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옥보존정책으로 재개발에 대한 계획안이 계속 

거부되었고, 10년 동안 주거에 대한 정비 없이 지속되다보

니 거주민들은 2014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자진 해산하였

다. 그러나 옛것들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면서, 1~2m의 좁

은 골목으로 군집을 이룬 익선동 한옥의 모습이 중요한 

자원으로 떠올랐고,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도시재생

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한옥에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오

게 되면서 익선동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왔고 핫플레이스

로 거듭나게 되면서, 무분별한 한옥 리모델링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익선동은 한옥보존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

되었다. 

5) 정세권(1888~1965)은 조선의 건축왕으로 불리던 건축가로 건양

사를 설립하여 가회동ž계동ž삼청동ž익선동 일대의 땅을 매입하고 

한옥을 지어 값싼 가격으로 한국인들에게 매매하였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9.)

3.2 익선동 도시형 한옥의 현황

본 연구의 대지는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로, 면적

은 약 31,121.5m2이며, 한옥보전/일반관리/가로특성/돈화문

로/태화관길 구역으로 획지가 구분되어 있다.

익선동은 기존의 도시조직의 유지, 한옥보전, 옛길 특성

보전, 주민 합의 유도를 계획 목표로 두었고, 크게 4가지

(한옥, 역사, 길, 사람)로 나누어 계획방향6)을 잡았다.

현재 익선동은 상업공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거에서 

비주거(카페, 식당, 상점 등)의 용도로 변화가 되었으며 계

속해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Figure 5. Status of use of Hanok

(Source : Ikseon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nd Planning Decision (proposal), 

p.157 (2018.)) 

Figure 6. 166-32 / 166-46, Ikseon-dong, Jongno-gu

(Source : Author (2020.))

종로구 익선동 166-32는 Figure 5에서 주민소통방으로 

표시 되어 있지만, ‘경성 플리마켓’으로 주민들이 소통

하는 방보다는 상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곳이 2018년도 자료와 다르게 용도변경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166-46처럼 입면

부분에서 한옥의 주요한 구조를 남겨두고 전면 유리처리

를 하는 리모델링이 이뤄진 한옥도 다수 존재했다.

3.3 익선동 도시재생의 한계점

상업적으로만 변해가는 익선동은 단순히 다채로운 한옥

이 많은 동네, 사진 찍기 좋은 카페가 많은 동네로 인식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익선동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젊은 세대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서

는 익선동의 자료가 계속 축적되어야 되며, 도시형 한옥이

라는 지역 자산을 보전ž재생해야 한다. 계속 변하는 익선

동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자체

적인 자료 수집과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익선동내

에 도시재생을 위한 리빙랩을 마련해야 한다.

6) 서울특별시(2018.),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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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재생을 위한 리빙랩

4.1 리빙랩의 정의와 사례

 리빙랩(Living-Lab)이란 ‘살아있는 연구실’이라는 뜻

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 공공기

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뜻한다.(Han.  

(2019.))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많은 곳에서 리빙랩이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례로 영등포의 ‘문화

생산도시리빙랩’이 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이란 

‘생산’이라는 가치와‘리빙랩’이라는 방식을 결합하여 

만든 명칭으로, 예술인, 기술인, 주민 등 스스로 협력하여 

지역 이슈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문화를 통해 지역재생 및 

사회가치 전환을 도모하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등포문화재단, 문화

생산도시리빙랩 홈페이지)

Figure 7. separation discharge Institute of Technology 

/ Munrae Value Conversion Station ‘Moon’ / Study of 

Munrae-dong Mobile Device

(Source : Yeongdeungpo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Production City Living Lab Archive Vol.1, 2020)

또, 서울시 마을북카페(거점공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내, 주민센터 등 어느곳에 세울 

수 있고, 청소년들의 방과 후 수업이나 공청회등 주민 자

치활동 지원 공간,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부방과 놀이방, 

주민 간의 정보교류 공간 등 통합적인 마을 공동체 공간

을 지향하고 있다. 이 공간은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과 주

민들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했고,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하였다. (Eun, (2016.))

4.2 익선동 도시형한옥의 리빙랩 활용

2018년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거점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시형 한옥을 활용

한 거점공간(리빙랩) 조성을 위해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리빙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형 한옥에 테스트 베드 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리빙랩을 참여하는 주체는 상점주

인, 거주민, 관광객(외부인), 전문가(도시재생센터)로 나누었다.

익선동은 상업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상점주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 해야하며, 그 다음으로는 익선동에서 머무는 시간

이 많은 거주민>관광객(외부인)>전문가 순서대로 리빙랩 운영

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효과적인 리빙랩 운영

을 위해서는 상주하는 리빙랩 운영(관리)자 필요하다. 익선동

의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거주민 혹은 상점 주인이 요일 혹은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한다면, 익선동의 역사를 알리고 

도시형 한옥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동시에 익선동내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이 될 것 이라 생각한다.

Contents

Shop owner

Need a sense of ownership that it's not a 

place to run for a short time, Come up with 

a plan for a better alley environment, 

Archive the transformation of urban hanok ( 

Remodeling data)

resident

Archive the transformation of urban hanok, 

Upload Data on Changes in Commercial 

Environments

Tourists 

(outsiders)

Submit opinions on Ikseon-dong, Upload 

photos taken in Ikseon-dong to 

servers(classified by location and accumulated)

Expert (City 

Regeneration 

Center)

Facilitator, Support for remodeling costs, 

Building a server for Living Lab Archiving

Table 2. Ikseon-dong Living Lab Participant Role

5. 결론

전통 한옥의 배치를 근대 생활양식을 따라 변화시킨 도시형 

한옥은 1930년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낡고 허름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재개발의 우선순위가 되었

다. 하지만 한옥은 우리의 건축자산이며, 우리가 보전해야할 

건축물이다. 익선동 또한 재개발이 되어 역사속으로 살아질 

뻔 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젊

은 세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한옥을 대표하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났다. 하지만, 상업이 많이 들어서고, 계속

해서 가게들이 변화하면서 이전의 모습들이 없어지고 후에는 

익선동의 고느적한 분위기마저 없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 따

라서, 우리는 익선동의 지역자산인 도시형 한옥을 보전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 한옥의 보전ž기록을 할 ‘익선 리

빙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과 이용자의 의견

과 자료들이 합쳐 익선동의 지역재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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