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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기 동서양의 많은 도시들은 역사유산을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하고 개발 또는 개선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특히 

급격한 개발과 성장을 경험했던 도시에서 개발과 역사유산의 보존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우리 주변의 도시

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역사와 기억을 잃어버리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성은 도시의 생명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근대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를 겪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유무형의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고 개발로 이어지는 순환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도시개발은 삶과 역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주거지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근대기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한옥주거지와 성곽마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과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한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후된 주거유형으로 인식되어 쉽게 재개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성곽마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 이들 오래된 주거지는 도시의 역사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주거지로서의 가능성을 재평가받고 있다. 즉 

재생을 통해 도시의 역사 및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옥주거지와 성곽마을 변화를 살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인 역사도시들은 근대기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유산을 온전히 지켜왔다. 그로인해 도시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증거와 유무형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다. 역사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이러한 가치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도시는 역사성, 집단성, 현실성을 

가지며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 및 환경이 사라지면 그 안에 담긴 내용도 함께 사라지고 단절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유산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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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대기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나라 도시들을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흔히 도시 내 공간들이 활발하게 

활용될 때 그 도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큰 변화없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

의 정체성과 생명력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도시는 생명력을 갖기 위해 많은 영역에서 형

태 및 기능의 변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반면 도시

의 정체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최소화하

면 그 결과로 도시는 정체되어 생명력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생명력과 정체성은 한쪽만을 가지고 판단

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변화의 양상

과 허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양립하는 가치는 반

드시 대립관계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서울에는 한옥

주거지와 한양도성 주변부의 성곽마을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주거지가 서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

요한 역사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보전정비를 통한 재생의 노

력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서울 도심부

에 위치한 북촌 한옥주거지와 한양도성 주변부의 돈암지

구 한옥주거지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근대

기 조성된 한양도성 주변 한옥마을의 재생 노력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우리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개발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생

각해볼 수 있었다. 

Ⅱ. 한옥주거지의 변화양상

1. 서울의 한옥주거지

도시한옥은 우리나라의 전통주거인 한옥이 근대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축되면서 형성된 주

거유형이다. 전통적으로 자연환경 및 주거관습을 바탕으

로 건축되던 한옥이 근대화된 도시환경에 적응하며 도시한

옥이라는 새로운 건축유형이 만들어졌다. 도시공간에 건축

된 한옥은 지역별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한옥 형

태를 형성하며 변화해 왔다. 서울, 경기, 호서, 경상도 등 지

역마다 한옥의 구법, 평면 및 입면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난

다. 본 장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은 서울 도심지역의 북촌과 

193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돈암지구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근대기 이후 도시조직의 변화가 지속되었

으며 2000년 이후에는 한옥보전정책을 바탕으로 도시한옥

의 형태 및 용도변화가 발생하여 역사유산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과 보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옥은 여전히 멸실되고 있다. 특히 재

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관리가 어려운 지방도시에서는 한옥

이 더욱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한옥주거지는 도시의 역

사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옥의 멸실과 더

불어 그 속에 담긴 공동체도 함께 해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북촌 한옥주거지

1) 북촌 한옥주거지의 형성과 변화

창덕궁과 경복궁사이에 위치한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주요관아 및 권문세도가의 저택이 자리잡고 있던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주거지이다. 1930년대에 대형필지들이 소형

필지로 분할되고 소위 집장사로 불리던 주택경영회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시한옥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모습과 같은 도시한옥주거지로 변모하였다. 북촌은 1970년

대까지도 서울의 상류주거지로 인식되었지만 강남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소위 북촌에 있던 명문학교들이 강남

으로 이전하면서 서서히 그 위상을 잃어갔다. 학교가 이전

한 자리에는 대형건축물이 건축되고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거세지면서 콘크리트, 조적건물들이 신축되었다. 또한 도

로의 확장과 신설로 도시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같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북촌의 역사경관도 큰 변화를 겪

게 되었다. 급속한 한옥의 멸실(1985년 1,500여동의 한옥이 

2000년 947여동으로 감소), 대형필지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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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확폭,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난립, 주거지 내 상

업용도의 침투 등은 1970년대 이후 북촌의 주된 변화양상

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북촌의 역사경관과 분위기를 크

게 훼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으로 지역주민

들 스스로 서울시에 북촌의 역사경관 보전에 대한 대책수

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북촌가꾸기 기본계획(2001~ 

2006)을 수립하여 한옥의 매입, 활용, 지원, 개보수기준, 환

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북촌의 한옥주거지를 

보전관리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후 북촌의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변화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도시건축제

도의 변화에 따른 건축물과 경관의 변화이고 둘째는 도시

조직의 변화에서 비롯된 건축물과 경관의 변화이다. 그리고 

북촌 한옥밀집지역에서의 한옥멸실은 개별멸실과 집단멸실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별멸실은 주로 신축이나 재축 등

의 건축행위에 의해 나타나며, 한옥이 대규모로 철거되는 

집단멸실은 도로의 확장과 신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발생했다. 한옥의 멸실은 1990년대 이후 제4종 미

관지구 내 건축심의가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건축심의가 완화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한옥들이 철거

되고 다세대(다가구)들이 집중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 

북촌에서 도시조직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 가로의 변화이다. 주로 도로의 확장과 신설에 의한 변

화로 확장되거나 신설된 길 양변에 양옥 건축물이 신축되

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단지식 개발로 필지

들의 대규모 합필이 발생했다. 셋째, 학교가 이전하고 남은 

대형필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거대건물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촌의 도시조직에 큰 영향을 주었고 도시

조직이 변한부분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건축물이 영향

을 주게 되었다. 도시조직의 변화에 의해 한옥이 받게 된 

영향은 앞서 언급한 건축기준의 변화보다 훨씬 크고 심각

했다. 현재 북촌의 역사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도시조직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된 지역에 집중

되고 있다.

표 1. 북촌한옥의 멸실 및 멸실위기 양상과 주요건축제도 변화 종합

연도
주요 주거지 조직의 변화

(도로확장, 신설/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 건축제도의 변화

1912
시구개정으로 

 화동-안국동-돈화문구간 지정
조선민사령

1913 도로취제규칙, 시가지 건축취체규칙

1928 안국동-돈화문구간 공사완료(12m)

1934 조선시가지제정 후 율곡로연장 및 확장 조선시가지 계획령

1962
중학천의 복개(삼청동길 개설)

 가회로 도시계획선 지정(20m) 
건축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제정

1967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건축법에 포함

(주로대형건축물에 적용-2,000㎡이상의 특수건축물)

1977 북촌가회로 서측지역최고고도지구지정(10m)

사진 1. A: 가회1번지 철거전 (2000), B: 가회1번지 철거이후(2000.4), C: 가회1번지 공사모습(2001).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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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촌 도시한옥의 변화양상

북촌의 도시건축제도 변화는 1990년 이전, 2000년 이

전, 2001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기구분은 주

요한 건축제도의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1990년까지는 북촌의 역사경관에 대한 적극적인 보

전의 시기로 건물의 양식, 규모, 높이, 색채, 재료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한옥의 유지를 위해 건축기준을 엄

격하게 적용됐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북촌에 대한 

건축기준들이 완화되는 시기로 한옥이 철거되고 콘크리트 

건물과 조적건물들이 난립하는 시기이며, 2001년 이후는 

북촌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시기로 본격적으로 한옥에 대한 

보전정책이 시작되었다. 북촌가꾸기 기본계획(2001)은 기존

의 관주도의 보전정책과 달리 한옥등록제를 기본으로 한 

주민 참여형 보전정책으로 건축양식뿐만 아니라 주거지 구

조의 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과 공공행정 간

의 신뢰가 회복되었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를 회복

연도
주요 주거지 조직의 변화

(도로확장, 신설/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 건축제도의 변화

1979 주차장법 제정(실질적인 적용시점)

1981 율곡로 확장(30m)/1966년 율곡로로 명칭

1983 휘문고등학교 이전→현대건설사옥 신축 북촌지역전체를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

1984 삼청동길을 삼청터널까지 연장

1989
가회로 일부확장(20m)

북촌길 확장(2001년 북촌길 확장 완료)

창덕여고 이전→헌법재판소신축

헌법재판소주변 최고고도를 20m로 완화

1991 4종미관지구내 건축심의기준완화

(주택 1층이하→3층이하/10m이하)

1993 원서77번지(원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1994
북촌가회로 서측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완화 (10m→16m)

1994 4종미관지구내 건축물높이 규제완화(4층이하/10m→16m),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5층 이상 가능

1995 가회로 재동초교부터 감사원까지 확장(2000완공)

1996
원서 77번지 다세대(RC) 건물 신축(4~5층)

가회1번지(가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1999
-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폐지

 (한옥보전을 위한 건축제한 효력 상실)

2000 가회로 확장완료
- 북촌 제4종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뀜

-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2001 북촌길 확장완료 -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2002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에 따라 계동길, 가회동31, 11번지 도로정비

기무사 과천으로 이전결정

가회1번지 2층의 공동주택(RC건물) 신축

2005 헌법재판소 도서관 건립 추진논란 - 북촌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2006
- 북촌 장기발전계획 수립

- 서울시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2008
- 한옥주거지 관리 및 조성방안 설정연구

 *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한옥선언

2010 -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북촌지역의 도시계획, 건축제도, 공공사업 등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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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민들이 한옥주거지의 재생에 적극 참여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북촌가꾸기 사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한옥의 형태와 

골목길의 표층이 복원되는 등 역사경관의 회복과 한옥 내

부의 현대적 재생이다. 북촌의 도시한옥은 2000년 이후 북

촌가꾸기 계획이 시행된 이후 한옥 건축유형은 유지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변화유형을 정리하면 첫째, 

면적과 볼륨이 변한 규모의 변화 둘째, 건물용도와 실별 기

능이 바뀐 공간조직의 변화 셋째, 벽체와 창호 등의 교체로 

인한 건축성능의 변화. 넷째, 냉난방, 화장실 등 설비시스템

의 변화이다.

북촌의 도시한옥은 대부분 대형필지가 소형필지로 분

할되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필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로 인해 북촌과 같은 도시 내 한옥들은 대부분 처마 아래 

공간을 증축하여 사용하거나 마당에 장독대와 같은 생활

공간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옥개보수 

지원 정책에 따라 원형으로부터 증축되거나 변형된 부분을 

제거하여 원형으로 회복하는 개보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한옥의 형태 및 표층이 회복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

었다. 또한 부족한 수납공간을 수평적 증축이 아닌 지하실, 

다락 등 수직적 확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한옥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즉 한옥외관에 있어서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

향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내부로는 한옥의 지속성을 유지하

면서 변형이 진행되었다. 공간조직의 변화에서는 한옥의 실

구성이 바뀌는 변화로 도시한옥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인 건

넌방+대청+안방+부엌이 재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마당과 같은 빈 공간에 새로운 실들이 추가되는 변화도 일

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거주자의 요구 또는 주택에서 상업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화하면서 발생한다. 용도 및 기

능의 변화에 따른 실들의 재배치는 형태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 한옥의 지속성을 위해 어느 정도 수용가능 하지만 마

당이나 처마하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삽입하는 

것은 형태의 변화가 심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건축성능의 변화에서는 새로운 재료와 공법이 한옥의 

개보수에 반영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한옥의 벽체와 창호에

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옥의 개보수시 벽체에는 스티로

폼 등 공장 생산된 단열재가 사용되고, 지붕틀에도 적심과 

흙 등 자연재료 대신 방수재와 단열재와 같은 공장 생산된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건축성능 개선과  관련된 한옥의 변

화화로는 단열재를 비롯한 시멘트 등 현재적인 재료의 사

용으로 인한 벽체의 치수변화와 유리창호의 사용으로 인한 

입면구성의 변화가 발생했다. 벽체의 성능변화는 한식목구

조의 형식을 존중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다. 그러나 자연재료가 아닌 화학제품이나 시멘트제품 등

이 한옥이 갖고 있는 건강하고 친환경건축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옥의 

건축성능 개선 노력을 통해 현대도시에서 한옥의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설비시스템의 변화에서는 전통적인 온돌방식이 온수

보일러 또는 전기패널 방식 등으로 바닥 난방설비가 교체

되면서 한옥내부공간의 단면구성이 바뀌게 되었다. 전통적

인 난방방식인 온돌과 아궁이가 사라지면서 부엌을 비롯한 

실의 바닥높이가 일정하게 조정되고 다락과 부엌하부 지하

실 등이 사라지면서 한옥의 입면과 단면구성이 단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간적 위계와 성격도 사라지게 되었다. 수

공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부엌, 목욕실, 화장실이 한

옥 내부로 옮겨졌다. 이 경우 기존한옥에 없던 새로운 단위

공간이 추가되면서 변형과 변이가 동시에 발생한다. 북촌의 

도시한옥처럼 문화재가 아닌 역사자원은 비교적 활용에 의

한 변화양상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편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더라도 원형보존을 전제로 아주 

최소한으로 변형이 허용되는 것에 비해 비 문화재인 도시한

옥은 새로운 용도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북촌의 도시한옥

의 용도변화는 다양한 물리적 변화양상을 수반한다. 특히 

어떠한 용도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실제 변화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업용도, 문화용도, 복합용도, 주거용도의 순

으로 물리적 변화가 크다. 그 이유는 본래 주거용도였던 한

옥이 타 용도로 바뀌면서 실의 구성 및 설비시스템 등의 변



245  Kim Young Soo   살고 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 - 한옥주거지와 성곽마을을 통해 본 지속가능한 개발과 주거 -

화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용도의 변화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변화양상은 물리적

인 구성이나 형상이 변화되는 변형과 기능 및 성격이 변화

되는 변이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3. 돈암지구 한옥주거지

1) 돈암지구의 형성

돈암지구는 청계천의 지류인 안암천과 보문로를 중심

으로 주변이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양도성의 

동측에 인접한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숭신방으로 불렸던 

지역이다.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1937~39)되

기 전인 1936년에는 행정구역상 돈암정, 안암정, 신설정 일

부지역으로 과실재배와 양잠이 성행했다. 돈암지구는 지형

적으로 취락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지는 주로 함

경도와 강원도로 이어지는 도로주변(현 동소문동 삼거리 

인근)과 안암천 주변의 낮은 지대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

리적 성격으로 인해 돈암지구가 속한 동쪽의 성저십리지역

은 도성 내 과수 및 채소의 공급지 또는 동북지역으로 연

결되는 교통 및 운수의 길목으로 인식되었다. 이 지역에 

1937년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로 대지가 조성되었

다. 그리고 공급된 격자형 필지에 도시한옥이 건축되면서 

대규모 도시한옥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돈암지구의 도시한

옥은 크게 주거와 상가로 구분할 수 있다. 대로변(보문로)에 

상가가 위치하고 그 안쪽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상가는 필지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이층한옥상가와 단층

한옥상가가 조성되었고 주거는 연립형 한옥과 단독한옥이 

조성되었다. 

2) 돈암지구 안암동 도시한옥의 변화양상

돈암지구 내에는 도시한옥 밀집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사진 2.   도시한옥의 용도변형사례.

업무시설(가회동11-16, 38번지) 좌: 공사전 / 우: 공사후

복합용도(삼청동35-201) 좌: 공사전 / 우: 공사후

주거용도(가회동31-32) 좌: 공사전 / 우: 공사후

상업용도(삼청동63-20) 좌: 공사전 / 우: 공사후

사진 3. A: 대로변 상가(단층상가), B: 대로변 상가(이층상가), C: 내부한옥주거지(안암동2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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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0년 전후 이들 주거지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선

정되면서 개발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발계획이 보

류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옥주거지에 대한 인식

의 변화와 재생을 통한 보전정비가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도시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안암동 1가와 2

가를 살펴보면, 이 지역 역시 1940년대 초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도시조직의 큰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2010년 주택재개

발정비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인접한 

대로인 인촌로가 확폭되면서 도로변 도시한옥이 멸실되고 

합필에 의한 개발도 함께 진행되었다. 현재 인촌로 주변지역

으로 5층 이상 대형건물이 많이 건축되어 있다. 안암동 1가

와 2가의 도시한옥 내외부 공간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북

촌 도시한옥과 마찬가지로 입면에서의 변화, 평면에서의 변

화, 외부공간 이용행태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 

안암동에 분포하는 한옥들은 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

며 거주자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변형시킨 사례가 많다. 각

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면에서의 

변화는 대부분의 한옥에서 처마하부까지 외벽이 증축되면

서 타일 또는 붉은 벽돌로 마감되어 도시한옥의 기본구성

인 기단, 화방벽, 창호의 입면구성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

다. 이는 북촌과 유사한 변형의 사례이다. 안암동 지역은 아

직 북촌과 같이 본격적인 한옥 개보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형으로 회복하려는 노력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평면에서의 변화는 안암동 지역의 도시한옥은 필지규모가 

50~70 ㎡(15평~21평) 내외, 건축면적은 29~46㎡(9평~14 평) 

정도로 다른 지역의 도시한옥과 비교해서 작은 편이다. 따

라서 좁은 면적으로 인한 마당의 실내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마당에 천장을 설치하고 마당레벨을 조정하여 실내화

한 증축방식은 안암동 1·2가 일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변화

이다. 마당이 실내화된 한옥에서는 실의 재배치도 함께 일어

나는 경우가 많다. 대청이 사라지고 주방 및 화장실이 안채

로 이동하면서 공간배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공간

을 재배치하면서 단면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주방이 입식화

되고 각 실들의 바닥레벨이 동일하게 맞춰졌다. 외부공간 이

용행태의 변화에서는 마당의 내부화로 마당이 사라지면서 

마당에서 행해지던 가사일을 골목길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처럼 마당의 실내화는 부수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

다. 마당의 실내화로 한옥의 형태적 특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북촌의 경우와 같이 한옥 내부공간의 수평증축

을 억제하기 위해 본래 입체적 공간 활용(지하실, 다락 등)

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돈암지구 안암동의 도시한옥의 변화양상을 통해 도시

한옥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

구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원형의 모습

으로부터 현재 거주자의 요구가 반영된 도시한옥의 변화모

습을 통해 도시한옥이 현대의 주거유형으로서 유지되기 위

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앞선 사례를 통

해 한옥주거지의 도시조직 변화가 도시한옥에 미치는 영향

도 파악해 볼 수 있다. 도시조직의 변화는 개개 필지들의 개

발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필지에 건축된 한옥을 변형시

킨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도시한옥은 길에 면해 문간채를 놓으므로 길의 확장과 

통과도로의 변화는 한옥의 채의 구성방식에 변화를 주어 도

시한옥을 기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이러

한 변화는 한옥의 생명력을 단절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개발의 욕구를 증가시켜 결국 도시한옥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

습이 아닌 과거와 단절된 도시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Ⅲ.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형성과 변화

1.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형성과 변화

한양도성은 1936년 축성이후 1907년까지 50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보수와 개축되며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근대기 도시계획과 시가지 팽창, 근대 교통시설의 도입, 주

거지형성 등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

서 훼손이 가속화되었다. 한양도성과 인접하여 주거지가 형

성되어 있는데 최근 이들 주거지를 성곽마을로 부르고 있

다. 성곽마을이란 한양도성의 영향을 받는 연접주거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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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과 더불어 마을특성과 정체성의 유지하고 있는 주거지

역을 말한다. 성곽마을은 대부분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되

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서울의 하천변, 사산 주변에 주거 밀집

지들이 형성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성곽 주변으로 움막, 천막

집, 판잣집과 같은 주거형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는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개량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

었다. 1990~2000년대에는 이들 지역이 공원 및 재개발 구역

으로 지정되어 일부 주택지가 철거되어 정비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한양도성과 더불어 성곽마을이 도

시유산으로서 재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재개발이 아닌 성곽

마을과 성곽을 함께 보전하려는 새로운 계획들이 본격적으

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서 2012년 성곽마을 중 하

나인 장수마을 종합계획이 만들어져 성곽과 마을의 경관이 

함께 관리되고 있다. 성곽마을은 한양도성과 함께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으며 한양도성과 함께 독특한 주거지 경관을 형

성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서울의 경계가 확장된 이후 성벽에 

인접해서 조성된 대표적인 마을은 낙산 주변의 이화마을, 장

수마을, 성북동의 앵두마을과 북정마을, 창의문 주변의 부암

마을 등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도 국가

의 통제가 느슨해진 가운데 낙산, 백악산 주변으로 사람들

이 거주하게 되었고 점차 성곽주변 마을들이 고착화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도시정비라는 명목 하에 한양도성 및 주변

으로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과 시민아파트가 건축되었다. 낙

산에도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었는데, 서울시는 도

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무허가 주택들을 철거하고 1970

년대 낙산 시민아파트를 건립1 하였다. 시민아파트는 서민 주

택문제해결이라는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무리한 공사계획의 

추진과 70년대 초 와우아파트의 붕괴(1970.4.8) 등의 대형사

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다. 이같은 대규모 사업의 실시는 

성곽주변의 경관과 지형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2. 한양도성 주변의 개발계획  

2010년 이전까지 한양도성 주변에는 각종 개발사업

1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건립된 시민아파트는 종로구 87동, 중구14동, 용산구 26동 등 총 426동이었다. 20세기 공간변천사 참조.

표 2. 한양도성 주변 민간 재개발 사례와 진행현황(2016)

사업명 사업방식 진행 비고(심의 내용)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지구 전면철거 진행중 -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전면철거 사업취소 -

이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전면철거 사업취소 2012.2. 문화재청심의(조건부)

충신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면철거 사업취소 2010.4.1. 문화재청현상변경허가

사직 2구역 주택재개발 전면철거 보전정비로 전환 -

행촌 주택재개발 전면철거 사업취소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전면철거 사업취소 -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전면철거 사업취소 -

순화동 도심재개발 전면철거 사업완료 -

성북구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전면철거 보전정비로 전환 -

삼선제3주택 재개발구역 전면철거 사업취소
2009.11. 시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심의

2009.12.23. 국가문화재 현상

변경허가심의(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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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었다. 이들 사업들은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한양도성 및 주변 도시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한양도성 인접지역에 진행되고 있

는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다. 한양도성 주변

의 개발현황은 크게 주택정비사업과 기타 개발사업으로 나

눌 수 있다. 2016년 이전 주택정비사업은 11건, 기타 개발사

업은 2건이 진행되었으나 2016년 현재 기존의 주택정비사

업 11건 중 7건의 사업이 해제되었고 1건 완료(순화동 도심

재개발), 3건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양도성 주변 주택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2 등이다. 이들 사

업방식은 주거환경의 상태에 따라 시행방법이 정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현재 한양도성 주변으로 계

획되었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다시 검토되고 있다. 그 이

유는 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단지 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한양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존의 주거지 및 공동체

가 해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

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기존의 주택개발방식은 보전

2 주건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공공의 성격을 갖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

로 짓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뉴타운사업: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출처: 토지이용 용어사전, 국토교통부).

표 3. 현양도성 주변 민간 재개발 사례(2016년 현재 사업취소)

사업명 심의 도면(수정 전) 심의 도면(수정 후) 심의(주요)내용

이화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2009.7.8. 국가지정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심의
2009. 국가지정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심의(보완)

●●● 성곽 인접지역 층고 낮출 것 

(문화재 앙각과 별도의 규정)

삼선제3주택 

재개발 구역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도면 2009.12.9.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도면(변경))

●●● 건축물 최고 높이를 성벽높이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도색은 낮은 채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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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관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주거지 특

성과 마을 공동체를 해체하는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을 지

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전정비로 전환된 장수마을, 이화충신, 

행촌마을 등에서는 성곽마을의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유

지하면서 성곽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추진 

서울시는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에 대한 연구를 바

탕으로 한양도성 주변마을을 행정동, 위치, 커뮤니티활동, 

생활권, 정비사업지구 등을 기준으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

고 권역에 속하는 22개 마을을 성곽마을로 지정하였다. 그

리고 2014년에 수립된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여, 2015년부터는 권역별 세부 실행

계획 성격의 재생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9개 권역 

중 이화·충신, 부암, 행촌, 다산, 명륜·혜화 등 5개 권역에 

대한 성곽마을 재생사업계획이 먼저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

지 권역의 사업계획 수립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

곽마을 재생사업계획은 주민들도 직접 참여하는 마을계획

이다. 각각의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거

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되며 이 법에 의한 정비기금으로 명

확한 사업추진재원을 확보하여 실행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재생사업계획에는 각 권역별 성곽마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지역자산을 활용한 마을정체성 강화방안, 한양

도성과 조화로운 마을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방안, 주

거지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주민

들의 강화역량을 통해 마을을 관리해갈 수 있는 마을관리

방안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권역별 성곽마을 재생계획에서는 그동안 규제위주로 관리

되던 한양도성 주변지역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는 구

조를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면

서 향후 한양도성 보호 관리를 위한 지역역량을 형성해 나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성곽주변에 대한 일률적인 

정비사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성벽과 성

벽주변의 마을을 함께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및 가치인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3 

성곽마을은 권역별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 마련되

어 있으며 이중 이화충신권, 삼선권, 행촌권역은 마을재생

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

을 보전관리 종합계획(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 재

생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화·충신권역은 독특한 마을풍경과 대학로와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예술· 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내 과밀한 건축물은 [비움]의 방식을 통해 열악한 주

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예술인과 생활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적인 [채움]을 통해 특색있는 예술문화지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울 한양도성 주변으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그림 1. 한양도성주변 성곽마을 권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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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신권역은 봉제산업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쇠퇴하는 주거지역을 새로운 창조문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여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으로 구

상한다. 봉제공장과 한옥 외에 다양한 역사자원과 산업문

화자원을 활용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활동

가와 기존의 봉제인 공동체를 지원하여 자생적인 도시재생

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다.

③ 삼선권역은 오랜 시간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온 

주민이 무분별한 개발로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도심주거지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마을관리를 실행하고 점진적인 환경개선과 주

거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미 주민참여형 마을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장수마을의 노력과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

대하도록 한다.

④ 명륜·혜화권은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주거지역으

로, 옛 물길과 옛길, 한옥 및 문화주택, 근·현대건축물, 마

을이야기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혜성교회, 혜화동 성당, 대학로의 

다양한 활동이 스며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청년문화 및 창조활동과 연계

하여 지역에 활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관리하도록 한다. 

⑤ 성북권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아름다운 경관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 한옥, 골목길 등 

근현대 생활문화유산과 도성으로의 조망경관이 조화를 이

루는 품위있는 주거지가 되도록 한다.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마을 만들기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가치와 풍

부한 자원에 대해 주민과 공유하고,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

여 지속적인 마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⑥ 부암권은 아름다운 자연풍경 속에 도성, 문화재, 

미술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활경

관을 토대로 서울의 숨겨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성곽마을 보전·

관리를 위한 계획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 및 보호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주

민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도심 속 자연마을로 지역정체성을 

유지·보호하도록 한다. 

⑦ 행촌권은 경희궁, 독립문, 사직단 등 중요 문화유

적에 연접하고 있으며 한옥, 옛 물길, 옛 지형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심권의 개발 

압력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역사경관 보호를 위해 한양도성과의 관계와 지역의 

장소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관리하

도록 한다.

⑧ 다산권은 도시민들의 일상이 살아있는 주거생활경

관과 목멱과 어우러진 한양도성의 경관자원을 간직하고 있

는 주거지이다. 도심과 대학교, 목멱에 인접하고 있는 장점

을 활용하여 지역에 청년들의 활력을 부여하고 도심창업 

및 주거 거점지역으로 지역재생을 도모하도록 한다.

⑨ 광희권은 도심의 산업기능과 상업시설이 주거지역

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거·상업·공업의 혼재지역

으로, 권역 내 다양한 주택, 소규모 제조업체, 종교시설, 기

업체 관련 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다. 도심과 인접하고 있는 

주거 전이지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입지

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재생

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다.

Ⅳ.   살고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동체

1.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주변의 역사적 도시주택유형과 주거지 모습들은 

개발이익의 기대 속에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주거지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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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난개발이 이루어

지고 주거지가 수용가능 범위를 초과하면서 도시환경이 열

악하게 되었다. 아울러 획일적인 개발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도시 가로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훼손되어 도시의 다양한 모습들이 지워져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조직과 주거유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 서울의 한옥주거지는 보전대상을 건축물에만 국

한해 생각하면서 보전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겉으

로는 면적보전정책이 행해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북촌의 도시건축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위주의 보

전정책(개별건축물 위주의 높이, 양식, 재료, 색채 등에 대

한 규제 중심)이 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시기

별 북촌의 건축물 및 역사경관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조직 변화 특히 가로의 확장과 신설을 허

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변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면

서 주거지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역사경관 보전을 위해서는 신중한 정책수립을 통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도시조직의 보존노력이 필요하다. 그

리고 법제도만으로는 역사도시경관 보전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각종 보존 및 재생사업 역시 그동안

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양식의 지나친 통일과 획일화, 잠재된 개발의 압력, 과도한 

상업화(주거기능의 상실), 용적의 확대요구, 길의 확폭 등은 

우리 도시가 역사도시경관 보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과제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지

와 참여가 필요하다.

도시 내 오랜시간 형성된 주거지는 집단적으로 군집

하며 역사경관을 형성하고 여전히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 역사자원이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생

활을 수용하면서도 옛 모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선 사례들은 내부에 대한 활용이 보장되고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변화를 통해서

도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도시에는 여러 건축유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양식의 통일(한식을 기반으로 한)을 

유도할 수는 없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을 유지하면서 수

명이 다하거나 새롭게 건축되는 건축유형을 기존의 건축물

과 조화롭게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

직된 보존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지역에 대

한 집단생활문화재로서의 새로운 해석과 보전방법을 정립

해 나가야 한다. 물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역사와 도시의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정체성을 회복하고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할 때 다양하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역사도시로

서의 가치와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체성 유지 및 형성을 고려한 보전관리 

지금까지의 보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주거지

와 역사자원은 여전히 높은 개발압력에 직면해 있다. 개발

압력은 개발이익과 현대적 삶의 수용가능성에 따라 결정된

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유지와 개발을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

리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도심 내 한옥밀집지역의 지가가 급등하고 많은 

한옥들이 상업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상업적 활력이 본래 

한옥주거지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

과 생명력의 두 가치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전정책을 보완하고, 세부지역성격별, 건물용도별 보전정

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시조직의 변화

를 자제하고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의 도시한옥 

주거지는 도로의 확장과 신설, 단지식 대형개발의 허용 등 

도시조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도시조직의 변화는 

국지적으로 한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질적인 건축유형이 

유입되어 혼란스러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성곽마을과 같이 전면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

로 전환되는 마을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성곽마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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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향은 물리적 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마을

재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민 및 주민과 더불어 성곽마을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러

한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정책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삶을 존중하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계획과 개발로 역

사유산을 잃었지만 세계적인 역사도시들은 근대기 이후 급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유산을 온전

히 지켜왔다. 그로인해 도시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증거와 

유무형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다. 역사유산을 보존하는 것

은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다

양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이러한 가치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도시는 역사성, 집단성, 현

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시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 및 환경이 사

라지면 그 안에 담긴 내용도 함께 사라지고 단절된다. 우리

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유산을 보전하면서 도

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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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y cities in the East and West during the modern period, historical resources were perceived as 

obstacles to urban development and were treated as deficiencies calling for development. Korea underwent a 

process of drastic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lmost unprecedented in modern history. In this process 

of turmoil, cities expanded rapidly and went through a series of changes. City development followed a repeated 

cycle in which resources were concentrated in the city area, which, in turn, led to further development. 

However, such method of development is reaching its limits. In order to make a city desirable for living, it is 

crucial to make an effort to build a sustainable city environment where life and history coexist harmoniously. 

It is now time to consider how to carry for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ity wher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oexist. If so, how will the future of our cities look and the form of housing change? To answer 

this question, we examined Urban Hanok Residential Areas and Hanyangdoseong neighborhood village, 

which went through rapid changes in the modern period. The Hanok, which was a commonplace sight in 

the past, has been perceived as an underdeveloped form of housing, easily targeted for redevelopment only a 

few  years ago; so was the case with Hanyangdoseong neighborhood village. Yet now these are being revalued 

as sustainable housing areas able to coexist with the history of the city. That is, through restoration, their 

potential of contributing to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city is gaining recognition. In this regard, it holds 

great implications for us to look at the changes that traditional Korean housing areas and castle villages have 

under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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