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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서촌의 미래2022 서울의 미래 포럼 

개회사

아시아경제 우병현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 귀빈과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종린 교수님 등 기조 
연설과 패널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아경제가 서울의미래 포럼을 기획한 계기는 바로 청와대 이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출
범할 때부터 용산에 대통령실을 꾸렸습니다. 이에 맞물려 청와대는 권력심장부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품
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대통령실 이전을 계기로 서촌과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도시전문가, 인문학자 등 다양
한 분들을 인터뷰하여 ‘서촌의 미래'기획 시리즈를 내보냈습니다.

서촌의 미래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청와대 개방은 단순하게 서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세계신문협회 총회 참석차 스펜인의 주요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세계 관광2
위 국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왕궁, 미술관, 성당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총생산액의 
5분의 1은 관광수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스페인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병현
아시아경제 대표

하지만 스페인 출장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면서 서울의 매력이 스페인 어떤 도시에 못지 않다는 점을 깨
달았습니다.

도시의 매력은 규모나 명성이 아니라 어떤 고유성을 지니고 있느냐와 어떤 스토리를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양을 수도로 정한 이래 처음으로 4대문 밖으로 
최고권력기관이 이전한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권력기관 때문에 막혀있었던 서울의 혈이 뻥 뚫렸습니다. 따라서 18.6 킬로미터에 
이르는 한양 도성 전체가 제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세계 어떤 도시를 가도 한양도성만한 규모를 지닌 관광코스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대문에서 출발하여 
낙산, 북악산, 인왕산을 거쳐 다시 남대문에 이르는 순성코스는 하루동안 즐길 수 있는 걷기 코스입니다.

한양도성을 걷다가 성안팎 길로 내려오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궁궐을 둘러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촌과 서촌으로 대표되는 궁궐 마을 골목길에서 고즈넉이 즐기며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그랜드 서울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양도성에 둘러싸인 옛 서울과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삼는 미래 서울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시아경제는 서울의 미래를 테마로 삼는 포럼을 매년 열어서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고, 역사와 산업
이 공존하고 생활과 복지가 융합하는 서울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작은 마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경제 대표이사 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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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의 역사적 고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1 -

서촌의 역사, 문화적 배경

                                                         黃平雨1)

서울은 백제, 조선,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면 1300년 넘는 “수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세
계적으로 1000년 안팎의 거대한 도시인 “메트로폴리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몇 곳 없다. 
아테네, 로마, 마드리드, 이스탄불, 런던, 파리, 상하이 정도로 알고 있다. 이렇게 거론된 도시
들은 제각기 나름의 특색 있는 모습과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마다 문화정체성이 분
명하다.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려 여행을 하고 친구를 사귄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역사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은 자신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공항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현대식 건물과 도로뿐이다. 1000년 이상 된 도시문화역사를 느
낄 수 있는 곳은 겨우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등의 궁궐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
사동의 뒷골목, 북촌의 한옥 밀집 지구 정도이며, 경복궁 서쪽의 한옥마을 서촌도 해당한다. 

한양 도성 내 각 지역은 권력 있는 집안의 대저택과 토지, 동일직종을 가진 관직자 계층의 집
단 거주지가 되면서 서로 구별되는 지역적인 특색이나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양반 사대부 계층의 권력 다툼이 심
화되고 상공업의 발달, 신분제의 동요 등으로 사회분화가 진행되는 18세기 무렵에는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별도로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신분은 어떠한지 가문은 어떠한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예를 들
면 북악산 밑 북촌에는 노론(老論)을 중심으로 한 권문세도가들이 거주하였다. 자하문 부근 장
동 일대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안동 김씨 집안의 김창흡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촌 일대에 
넓은 토지와 대저택을 소유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겸재 정선은 그 집안의 화가였다.
현대에 와서는 강남 **동 산다. 와 강북 **동 산다는 것에 따라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이치
와 비슷할 것이다. 
  남산 아래 남촌에는 남인(南人)을 비롯하여 소론(少論) 등 몰락한 양반 가문이나 무반(武班) 
등이 거주하였다. 연암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은 몰락한 양반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조선 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촌은 집권 세력의 거주지였고, 경
복궁과 인왕산 사이 ‘서촌’은 역관 등 조선의 전문직인 ‘중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북촌과 
남촌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청계천은 일반 주거지가 아닌 도성에서 대표적인 상업 
지역이자 유흥가였다. 북촌과 남촌이 양반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면, 청계천 지역은 시장상
인지나 중인, 하급 군인 등 중하층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소위 여항(閭巷)이었다. 여항이란 
비 권력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서울의 인구증가와 도시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생겨난 중하층
민들의 생활영역으로 양반들이 거주하는 북촌이나 남촌과 같은 양반층의 거주지역과는 구분되
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청계천 주변 지역에서도 상류의 우대, 장통교와 수표교 
어름의 중촌, 효경교 이하 왕십리 일대의 아랫대로 세분되었으며, 각각은 서로 지역을 가진 

1)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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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서로 구별되는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선전도- 구획된 한양의 모습을 표현한 지도  
        조선 시대 후기 서촌(준수방) 일대

그러나 서울의 오랜 역사의 진정한 정주민의 생활 모습을 간직한 곳은 오히려 ‘서촌’이다. 
사대문 안의 한옥 1,400여 채 가운데 300여 채가 ‘서촌’에 남아 있는 데다 이 지역 한옥은 북
촌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촌은 북촌처럼 거주형 한옥만 존재하지 않는다. 사대부와 일반 민중의 다양한 공간구조의 
한옥과 집들과 어울린 상황들이 있으며 다양한 민속(사람살이)이 존재한다. 그 예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사는 사람들의 유·무형적 형태가 존재하는데 무당집, 이름을 지어주는 철학원, 전통
시장(통인시장), 도심 속 사찰, 그리고 오랜 명분을 이어오고 있는 작은 한옥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살고 있다.

○ 서촌 한옥의 특색
조선 시대 서울은 유교적인 이상도시의 기준에 따라 설계된 계획도시였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는 종묘(宗廟)가,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이 배치되었으며, 궁궐 앞대로(大路) 좌우
에는 의정부(議政府)와 육조(六曹), 한성부(漢城府) 등 주요 관청들이 들어서 있고, 동서의 종
로와 남북대로 좌·우측(창덕궁에서 종로, 종각에서 남대문)에는 시전 행랑(육의전)들이 자리 잡
았다. 육의전이란 여섯 가지 주요 판매품인데 비단, 포목, 면주, 종이, 삼배, 어물이었으나 반
드시 여섯 가지는 아니고 더 다양하게 변하였다. 이들은 소위 허가를 받고 일정 금액을 국가
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했던 상인들이다. 종로에 80년대까지 비단과 포목상점이 남아 있었다.
 
 한양 도성 주변을 둘러싼 북악산, 인왕산, 목멱산, 타락산 네 산 아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거전용지역으로서 민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북악산 밑 북촌(北村), 목멱산 밑은 남촌(南
村), 동쪽 타락산 밑은 동촌(東村), 서소문 부근은 서촌(西村), 청계천 주변 장통교와 수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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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는 중촌(中村)이라고 불렀다. 특히 서촌은 중인들이 모여 살아 대체로 북촌보다 한옥 한 
채가 차지하는 필지가 작은 편이고, 겉으로는 한옥의 결구 구조가 소박해서 잘 보이지 않지
만, 내부는 한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또 너비 2~3m밖에 안 되는 거미줄 같은 골목은 옛 도시 조직의 모세혈관을 그대로 드러내
고 있어 정겹다. 즉 마을의 골목인 “고샅길”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전통의 모습과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지만, 현재의 모습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샅길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오늘날 문명과 도로는 우리에게 직선만을 강요한다. 새마
을사업 이래로 정겨운 곡선 골목 고샅길은 폭력적인 직선으로 변해 버렸다. 한 번쯤 쉬어가고 
뒤를 돌아보는 곡선의 미학이 사람을 여유롭게 한다는 것을 서촌의 골목이 알려준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규모가 매우 작은 한옥이며, ㅁ자 구조와 ㄷ자 구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서까래나 대들보의 형태와 규모는 왜소하며 기타 부재의 사용과 부재의 결구 방식도 격
조 있는 한옥의 모습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이는 조선 초기나 중기의 큰 한옥이 대부분 사라
진 것인데 임진왜란 이후 대부분 소실되었고 중기 이후는 북촌과 아울러 서울 도성 안에 많은 
관리가 집을 지어야 하지만 북촌과 서촌 일대에 대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의 집
을 약식으로 짓고 본가는 자신의 출생지인 향리에 번듯한 집을 짓고 필요할 때는 귀향하였기 
때문에 서촌 일대의 한옥은 왜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서촌 일대의 한옥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집단 한옥 소위 집 장사 한옥이 
대부분이다. 당시는 부재(소나무)의 고갈과 전통 결구 방식으로 집을 건축할 때는 건축비가 상
당히 소요된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으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한옥이 집단적, 획일적으로 대량
으로 지어진다. 또한 한옥으로 집단주거지가 계획되기도 했다.

즉 서촌 일대의 한옥은 격조와 규모는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주택사의 한 과정 즉 서민적, 
경량화, 상업적 획일화된 한옥의 한 시대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서촌의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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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통 한옥은 점점 퇴락의 길로 갔으나 서촌 일대는 이러한 말기적 한옥의 특성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행랑채는 방을 드리면서 벽돌담으로 변했고, 낮은 담
장은 벽돌로 높아졌고 기와지붕은 슬레이트로 변했지만, 건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한옥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고샅길로 불리는 좁고 긴 골목은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풍수 사
상의 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서촌의 한옥은 비워지고 있었다. 비워져 가는 한옥을 사람들이 살게 하고 그 속에서 생활의 
주제가 되고 풍습이 전승되길 간절히 바랐고 노력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돌아는 왔지만 천박
한 자본과 함께 돌아와 기존 정주민을 내보내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서촌에 남아 있는 골목을 느리게 걸어보는 서울의 “길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옥과 골목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서촌이다.

○ 위항문학의 현장 “송석원”
서촌은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보물 창고다. “중인은 의학·천문학·지리학 등을 전공한 전

문성 강한 전방위 지식인”이라며 “풍류를 즐기는 시문학 동인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활약했
으며, 바로 그들의 터전이 인왕산 일대”이다. 옥인동 47번지는 이런 문화공동체 가운데 하나
인 ‘송석원시사’(시 동인) 문인들이 주로 모이던 곳인데 추사 김정희가 쓴 ‘송석원’이란 바위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현재는 빌라 건설공사로 콘크리트 밑으로 사라졌으나 발굴해보면 출토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도 찾아보려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송석원은 서인(庶人)·중인(中人) 출신의 위항인(委巷人)들이 모여 살던 서울 종로구 서촌(西
村:지금의 인왕산 밑 옥인동 일대)의 소나무 숲 사이로 계류가 흐르는 곳에 천수경(千壽慶)이 
정원(亭園)을 짓고 살면서 김정희(金正喜)가 쓴 송석원(松石園)이라는 편액(扁額)을 걸고 불우
한 시인(詩人)들과 어울려 시와 술로 소요자적 하던 곳이었다. 당시 이곳에 출입하던 시인들을 
송석원시사 시인이라 일컬었으며, 후일에 흥선대원군도 여기에 나와 큰 뜻을 길렀다 한다. 

또한 북촌의 중앙고등학교에 있는 “인문학박물관”과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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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 사람들이 모여 술과 시로 인생과 더불어 여러 
이야기를 나눈 곳이다. 실력은 있어도 세상으로 진출 못 한 사람들이 저항(위항, 여항)의 시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서촌에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 들어선 것도 이런 전통 아
닐까?

○ 진경산수와 겸재 정선
2022년은 겸재가 운명한 지 263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술계와 국립박물관은 2009년 겸재 타
계 25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겸재의 주생활 무대였던 서촌 일대는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겸재는 심사정(沈師正)·조영석과 함께 삼재(三齋)로 불리었다. 강한 농
담(濃淡)의 대조 위에 청색을 주조로 하여 암벽의 면과 질감을 나타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
였으나 후계자가 없어 그의 화풍은 단절되었다. 이러한 겸재가 서촌의 인곡정사에서 기거하며 
인왕제색도, 청풍계 같은 서촌의 경관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겸재는 우리의 산천을 직접 다
니며 우리 시각으로 그린 진경산수의 명작을 여러 점 남겼는데, 특히 72세에 완성한 '금강내
산(金剛內山)'은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암봉을 마치 한 떨기 흰 연 꽃송이처럼 화폭에 담아
내 진경산수의 결정체로 평가된다. 정선은 기이한 산천의 모습이나 안개 낀 풍경 등 머릿속으
로만 상상한 경치를 그린 관념 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린 진경(眞景)산
수화를 완성했다. “정선에 와서야 우리 산수화가 개벽 되었다”라는 같은 시대 화가 조영석의 
표현처럼, 그는 조선 300년 산수화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낸 천재 화가다.
현재 서촌의 신교동은 겸재의 집인 인곡정사터가 존재하며 인왕제색도를 그린 자리는 서촌의 
경복고등학교 자리이다. 또한 청풍계는 지금의 청운동이다. 이 일대 역시도 서촌에 포함된다. 
현재 이곳은 고층 건물이 비교적 없어 겸재가 그렸던 인왕제색도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유
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30 31

서울의 미래 서촌의 미래2022 서울의 미래 포럼 

- 6 -

○ 문명교류의 현장
조선 시대 중인은 의학·천문학·지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성 강한 전 방위 지식인이었다. 그중 
서촌에는 역관이 상당수 기거했다. 역관은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7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출신성분은 서자였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성적과 업적을 내어도 고위직으로는 승진
할 수 없었다. 자연히 송석원의 위항문학자들과 어울렸고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였다. 역관들
이 중국에서 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새로운 서적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서촌 일대에서 활동했던 중인계급들이다.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이 읽고 논하고 쓰고 그리는 일상의 활동은 조선의 문명 담론을 이끌어나갔다. 연암 형제
들도 서촌에서 사들인 서학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1세기는 문명 담론의 시대이다. 혹자는 문명 간 충돌을 말하기도 하지만 문명은 끊임없
이 교류하며 발전한다. 서촌은 근세조선의 문명교류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 동 이름에는 역사와 환경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에는 다양한 동 이름이 많다. 특히 종로의 동 이름은 매우 다양하
다.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 동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많다고 의아해한다. 일제강점기 행
정 편의적이고 수탈과 감시체계를 잘 구성하기 위해 큰 규모로 만들어진 동 이름에 살다 보니 
작고 특색 있으며 다양한 의미의 동 이름에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다. 동 구분 중에 최악은 
** 1동, 2동, 심지어 15동까지 있는 것인데, 편의적으로 만든 최악의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교에서 1반부터 10반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개인 번호, 이들은 모
두 관리와 통제의 편의성, 틀 속에 두고 훈육하겠다던 일제의 교육방식이다. 그 중의 최악은 
주민등록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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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에 있는 다양한 동 이름의 근원을 보면
옥인동은 조선 시대 서울시로 상징되는 한성부의 북부 준수방(俊秀坊)에 속하였으며, 1894년
(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인왕동과 옥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인왕동과 옥동(玉洞)이 통합되어 옥인동이 되었
으며, 1936년 4월 동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옥인정이 되었다.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
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옥인동이 되었다. 옥인이란 지명은 옥동(玉洞)과 인왕동의 
이름에서 연유한다.

통인동도 조선 시대 한성부 북부 준수방(俊秀坊)에 속하였다. 일제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에 따라 북부의 통곡, 사포동(司圃洞), 옥동(玉洞) 등의 각 일부가 통합되어 통인동이 되었다
가 1936년 4월 동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인정이 되었으며,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통인동이 되었다. 통인이란 지명은 통곡(通谷-
현 신한은행 자리)과 인왕산(仁旺山)의 이름에서 연유한다.

통골, 사포동, 옥동 등의 옛 마을이 있었으며, 조선 시대의 관청인 내시부, 사포서(왕실 소
유의 원예, 채소재배를 담당)가 있었다. 통인동 137번지 일대는 세종의 탄생지인데 오늘날 종
로구청이 그토록 강조하는 “세종 마을”이 여기서 유래한다. 그러나 서촌 일대는 세종뿐만이 
아닌 영조와 그 외 역사와 문화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인물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마을 
지명을 오랫동안 거주해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 불리고 이름 지어진 마을 지명을 특정한 왕을 
상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체부동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한성부의 하패계(下牌契) 구곡동(九曲洞)·체부동(體
付洞)·누각동(樓閣洞)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
라 하패계 구곡동·체부동과 누각동 일부가 통합되어 체부동이 되었다. 체부란 지명은 체찰사
부(군대를 지휘하는 임무) 또는 체부청이 있었다는 데 연유한다.

구곡동, 누각동 등의 자연마을과 다리인 금천교(禁川橋)가 있었다. 구곡이란 명칭은 마을이 
아홉 굽이나 꾸불꾸불한 곳에 있다는 데 연유하며, 금천교는 고려시대 충숙왕 때 가설된 적선
동(積善洞), 통의동, 내자동 등으로 통하는 십자로에 있던 돌다리이었는데, 지금도 금천시장이
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필운동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 개편 때 내수사계(內需司契) 도가동(都家
洞), 사직동계 사직동, 수성궁계(壽城宮契) 송목동(松木洞)·도가동·남정현(南征峴), 분선공계(分
繕工契) 전정동(塡井洞)·필운대·구동(龜洞)이 필운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도가동, 사직동, 송목동, 도가동, 전정동(塡井洞), 필운
대, 구동, 대구도가동(大口都家洞) 등이 통합되어 필운동이 되었으며, 필운이란 지명은 필운대
(필운은 이항복의 호이며, 배화여고 건물 뒤에 있다. 필운대에서 바라보는 봄의 한양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한다. 지금은 건물에 가려져서 감옥처럼 변해있다) 이름에서 연유한다.

필운동 안에는 거북골(일명 龜洞), 남정동, 도가동, 대구도가동, 송목동 등의 옛 마을이 있었
다. 거북골은 거북 모양의 거북바위가, 남정동은 남정문이, 도가동은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도
가집이, 대구도가동은 대구를 파는 도가집이, 송목동(일명 소나무골)은 소나무가 많았다는 데 
명칭이 유래한다.



32 33

서울의 미래 서촌의 미래2022 서울의 미래 포럼 

- 8 -

누상동과 누하동은 한성부의 누각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누각(樓閣)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문과 벽이 없는 집을 말하며, 건축적으로 루(樓)는 2층(경회루, 광한루 등), 각(閣)은 단
층을 말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누각동의 일부가 누상동이 
되었으며, 1936년 4월 동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누상정이 되었다. 1943년 4월 
구제(區制) 시행으로 종로구 누상정이 되었다가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하나로 정(町)이 동
(洞)으로 바뀔 때 누상동이 되었다. 누상이란 지명은 누각동 위쪽에, 누하동은 아래에 있다는 
데 유래한다. 인왕산의 곡성(曲城:일명 곱은 성)에 뜬 바위(일명 浮石), 부처 바위, 다리 바위, 
백련 바위, 범바위 등이 있으며, 필운동, 누하동, 옥인동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 인경궁(仁慶
宮), 백호정(白虎亭), 사당인 와룡당 등이 있었다. 인경궁은 1676년(광해군 9)~1682년에 건립
하기 시작하여 인조반정으로 중단하였다가 1692년(인조 11)에 일부를 철거하여 창경궁 건립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전각들은 효종 때까지 있다가 숙종과 영조 때 없어지고 민가들이 들어섰
다. 와룡당은 제갈 양을 신봉하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폐지되었다. 부처 바위는 부처처
럼, 백련 바위는 연꽃처럼, 범바위는 호랑이처럼 생겼다는 데 유래한다.

신교동은 신교(새로 지은 다리)가 있었다는 데 연유한다. 선희궁(영조(英祖)의 후궁이며 사도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暎嬪李氏)의 사당) 동쪽인 지금의 70번지 부근에 신교(新橋)가 있었
으며 1830년(순조 30)~1864년(고종 1)에 가설된 것으로 추정한다. 선희궁지가 있는데 선희궁
이 폐지된 후에 제생원(1913~1945 조선시대 서민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다가 현재는 국립서
울맹학교가 되었다.

청운동은 청운초등학교 뒤쪽의 청풍계(淸風溪)라는 계곡의 '청' 자와 백운동(白雲洞)의 '운' 
자를 따서 지었다. 청풍계와 백운동은 인왕산의 맑은 바람, 맑은 물과 함께 흰 구름으로 덮여 
있는 자연환경에서 유래하였다. 경복고등학교 자리는 농사시험소였고 청운초등학교 터는 가사 
문학의 거장 송강 정철의 탄생지이다.

궁정동은 육상궁(毓祥宮)의 '궁'자와 온정동(溫井洞)·박정동(朴井洞)의 '정' 자에서 유래한 이
름이다. 육상궁은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崔氏)를 봉사(奉祀)한 묘이다. 청와대와 붙어
있는 큰 한옥들이 있는데 칠궁이라고 한다. 칠궁은 후궁의 몸에서 왕이나 왕으로 추존되었던 
이들을 낳은 생모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육상궁(무수리였던 숙빈 최씨는 영조를 낳았다). 
저경궁(인빈 김씨는 선조의 다섯째 아들 원종을 낳았다. 원종은 인조의 생부이다). 대빈궁(조
선 시대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권좌에 오른 희빈 장씨의 사당이다. 경종의 친모이다. 장희빈에 
대해서 비난이 많지만, 필자는 견해를 달리한다. 남성과 가문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굴하지 
않은 입지전적인 여성으로 생각된다). 연우궁(정빈 이씨의 사당으로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
의 생모. 뒷날 진종으로 추존). 선희궁(맹학교 자리에 있던 사당을 이전했다). 경우궁(정조의 
후궁이었고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 사당). 덕안궁(고종의 후궁이며 영친왕의 생모인 엄 비의 
사당)이 있다.
 
○ 동 이름은 “문화”다
지명은 일정한 지역의 명칭이다. 고대로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정한 위치, 범위, 유형의 지
리적 실체에 대하여 공동으로 약정한 고유명사이다. 
한반도에 거주했던 민족들은 구릉지형에 정착성이 강한 생활 형태를 유지했다. 정착한 곳에 

- 9 -

삶을 전개했다. 좁게는 한 사람부터 가족, 집단, 넓게는 종족의 삶의 형태를 이루었다. 
삶의 터전에 이름을 지었고, 지명은 인간들의 정착지에 대한 공동적 언어 기호라 할 수 있다. 
지명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안에서 생활하며 창조하는 
모든 문화가 그 안에 오래 남게 되며 면면히 이어나갈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인류 
생활의 집단화 및 사회화는 지명이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조건이 된다. 지명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지명이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사교를 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사회적 표징이자 약정이기 때문이다. 지명은 어느 한 사람
이나 일부 사람의 뜻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산물이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명은 일종의 고유명사이다. 고유명사의 발생 요인은 하나의 사물
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지명은 인간의 한 지점이나 지역을 다른 지점 
또는 지역과 구별하기 위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
마다 이름을 짓듯이, 땅도 곳곳을 구별하기 위하여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는 원리이다. 
내가 사는 고장을 다른 사람이 사는 고장과 구별하기 위하여 고유명사(地名)를 부여한 것이다. 
가령 ‘하늘, 해, 달’은 모두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늘, 해, 달’은 보통명사이자 고유명
사가 된다. 그러나 달은 유일하면서도 그 모양이 한 달 내내 바뀌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달과 
구별하기 위하여 ‘초승달, 보름달, 반달, 그믐달’이라 부르게 된다. 그리고 별도 밤하늘에 수많
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마다 고유 칭호를 갖게 된다.

 
지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풍부한 자료들도 알 수 있게 된다. 첫째 국어의 계

통, 고대 국어의 재구, 국어의 어원, 국어 변천사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둘째 한국
의 역사, 역사 지리, 민속, 민담, 신화, 전성, 제도 등 문화사 전반의 연구 자료가 된다. 셋째 
우리 민족의 성립 및 이동은 물론 타민족과의 문화사적 교류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긴요한 자
료가 된다. 넷째, 역사학, 고고학, 지리학, 민속학, 사회학, 경제학, 설화문학 등에 대한 보조 
과학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명을 접두한 물명(産地名), 지명과 인명, 지명과 신조어 등과의 
깊은 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 

이처럼 지명의 역사와 문화를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한국의 지명문화는 사람이 사는 터
(땅)를 중심으로 존재성과 정체성이 부여되었으며 풍수적 요인을 고려해서 지은 이름이 많고, 
풍토와 특산품과 기후에 맞춰 작명하기도 했으며, 미래를 예견하며 작명한 지명도 있으며 역
사적 사건에서 유래한 지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리 지명에는 인문 사회, 역사문화, 자
연 환경적인 문화의 소산물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했다. 새 도로명주소를 
추진했던 행정안전부의 논리는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
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논리는 모두 허구일 수밖에 없다. 

국민 생활 편의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온 땅이름(동, 리)을 모두 없애버림으로
써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비 절감을 구실로 들며 택배를 예로 들었다. 한 국
가의 도로명주소를 개정하겠다면서 논리라고 내세운 것이 고작 택배비 절감이다. 

토지 지번(地番)을 토대로 한 현재 주소로는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구릉지형이 약 70%이다. 구릉지와 산악형태 지번의 다양성과 복
잡성은 촌락과 도시의 확장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도로명주소는 길(도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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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아 목적지를 찾아가는 평지지형의 국가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다. 
일부 국가가 길을 중심으로 주소 명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삶의 방식

을 하루아침에 변경하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대주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작업이 시작되던 1996년에 비해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물류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 덕분에 초보 택배기
사도 집을 찾기 쉽다.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 누구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주소를 보면 4만여 개에 이르는 전국 각 시·군·구의 ‘동, 리’듬이 일시에 사
라지게 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듯이 이름이 사라지면 문화적 상상력도 사라진다. 특히 한
국 사람들은 자기 고향, 동네가 없어지게 된다. 새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땅의 뿌리를 잃
고 '길에서 난 아이'가 되는 것이다. 

과연 도로명주소 사업이 문화적 뿌리까지 뽑아내고 시행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 막대한 
돈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고해야 하며, 도로명과 지명은 국민 정서, 
역사성 등 문화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2007년 정부(산업자원부)는 “평” “돈” “자” 등과 같은 전통적 계량 단위를 사용하거나 홍보
하면 과태료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물게 하겠다고 했다. 

FTA 협정이 되고 나면 계량 단위를 통일해야 하고 불확실한 전통 단위로 인해 국민의 불
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논리이었다. 미국의 마일, 미식축구의 야드, 피트, 영국의 파운드는 그
대로 두고 있는데, 자국의 전통적 관습이자 인본주의에 입각한 계량 단위는 말살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계량 단위는 문화요 전통이다. 즉 문화 다양성의 일종이다. 
오히려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우리는 일본 기준시간에 살고 있다)을 찾아야 한다. 음력을 포

기하면서도 자신들의 연호를 쓰는 일본은 무엇인가? 천년 넘게 이루어 왔던 전통의 콘텐츠가 
일방통행식 관료주의가 이를 파괴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과 향토사학자, 역사학자, 
문화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 역사문화의 진정성과 전통성을 살리면서 실리적으로 실생활에 
편리한 주소를 만들기 위해 원점에서 재론해야 할 것이다. 
서촌은 다양성이 존중된 이름이다!

○ 근대 문인, 건축가, 시인, 화가 등의 산실 서촌

조선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서촌은 또렷하게 관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의와 
자의로 변화된 현실속의 대한제국 아래 서촌 역시 급격한 도시변화가 일어난다. 경복궁 옆이
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터를 잡았던 사대부 집안의 대저택이 사라지고 분할되어 작은 형태의 
한옥과 집단주거지 형태의 상업적(집장사) 한옥 건축이 발생한다. 이 시기 서촌은 지방에서 서
울로 유학, 이사, 구직 등의 필요에 의해 많은 서민이 이주하게 된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산 
토박이들과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과 혼재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일제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 땅은 엘도라도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일본인들에 대해 이
주 정책을 쓰게 된다. 철도, 광업, 은행업, 어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들의 이주를 
독려하며 당근을 제공하게 된다. 즉 철도를 건설하며 자본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편으론 수
탈을 쉽게 하였다. 광업권을 가져가서 조선 땅 곳곳을 파헤치고 수탈해갔다. 근대적 은행업도 
최대 주주는 일본인들로 조선의 자본까지 독식했으며, 독도의 강치 멸종사에서 볼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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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어업권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질 좋은 쌀 수탈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 
이러한 수탈과정에서 일본인들은 그들의 거주지를 형성해갔는데, 지금처럼 명동 회현동이 일
본인들의 영역에 들어간 이유는 종로처럼 구도심권은 아직까지 조선인들의 자본과 힘의 영역
에 있기에 명동 쪽이 그만큼 저항이 덜 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촌부터 서대문, 아현동 일대에 광업, 철도, 은행업, 증권 등 상업경제인들의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경복궁 옆 효자동 백송 주변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의 관사가 들어오며 한
옥들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관사에는 고급 관리들 저택이었던 칙임관 저택과 일반 직원들의 
주임관 건물들로 나뉜다. 현재도 칙임관(현재 장 차관급 이상) 건물 1채와 주임관 건물 수십 
채가 남아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칙임관 관사             효자동 동양척식주식회사 주임관 관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 교육공간이었다. 필요한 공간이 부족할 때 일제
는 조선왕실의 재산과 토지를 이용했는데 이용이라기보다는 강제 처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이다. 
조선왕조는 건국과 동시에 사직과 종묘를 세웠다. 종묘는 조상에게 감사하고 조상들로 하여금 
후손들을 지켜달라는 의미이며, 사직은 전통적인 농경 국가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땅 
신과 농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항상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올렸던 곳이다. 즉 조선에
서 종묘와 사직은 정권의 안위인 위계질서와 최대의 산업인 농업에 대한 국가적 예의와 중요
성을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일제는 종묘와 창덕궁의 맥을 끊어버리고 필요하다며 도로를 내버렸다. 현재 후손들은 
이 도로를 연결하려 무진 고생하고 있다. 또 사직단을 이리저리 도려내서 공원처럼 노는 공간
을 만들어 버렸고, 반드시 일제가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1895년 공립 보통학교인 매동
초등학교를 세우게 된다. 일제는 1920년 사직단 뒤 언덕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도서관인 종
로도서관을 세운다. 배화여고도 마찬가지이다. 근대 시기 여성 교육이 필요했는데 1898년에 
개교한 후 1916년에는 생활관도 지었는데 이 건물은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있다. 이 건물은 
원래 선교사들의 숙소였다. 붉은색 2층 벽돌집에 기와지붕을 얹은 모습, 정면 가운데 현관 바
로 위에 발코니를 꾸민 모습이 이색적이면서 아름답다. 20세기 초 서양 선교사 숙소 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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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기억의 공간! 서촌!

사직단! 패망한 조선에서 백성을 생각했다는 권력자들의 자기만족이라고 비하할 수도 있겠으
나, 종묘와 사직은 한 국가의 자존심과 같은 공간이었다. 이러한 엄숙한 공간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파괴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사직단은 권위주의 정권 때는 청와대 민정실의 부속기관인 사정기관으로 있으며 온갖 
폐악질을 다했었다. 이른바 “사직동팀”이다. 온갖 권력의 잔심부름을 다 했던 곳인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되었다. 현재 사직동팀이 사용하던 건물은 “어린이도서관”이 자리하고 있
다. 이 건물터도 사직단 경내에 들어가 있는데, 사직단을 복원하며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
다. 사직단 복원 전에 어린이도서관의 새로운 자리를 먼저 만들고 사직단을 복원한다고 했으
면 갈등이 없었을 것인데, 정부(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의 안일한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또한 서촌은 화가 이중섭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작품활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곳과 시인 윤동주
가 연희전문을 다니며 잠시 하숙했던 집도 존재한다.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건축가 
이상(1910~1937)과 행적과 작품에 논란이 있는 시인 모윤숙, 한국화가 이상범(1897~1972)의 
집과 작업실도 서촌에 있다. 옥인동에는 한국화 분야의 원로 박노수 화백의 가옥이 남아 있
다. 박노수 가옥은 1937년 지은 한옥과 양옥의 절충형으로, 벽돌로 지은 1층은 온돌 마루 응
접실 등을 두어 프랑스풍으로 꾸몄고 나무로 지은 2층은 마루방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이 짐
은 종로구청에 기증되어 미술관으로 일반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서촌은 조선조의 문화유산과 근대의 문화예술인들이 기거하거나 칩거하며 작품활동을 
한 산실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친일파의 거두 이완용과 윤덕영은 서촌의 지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곳
으로 이주해왔다. 친일파 이완용이 700평이 넘는 대저택을 지었고 현재는 양옥이 건축되었는
데 부지면적은 그대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독립문”의 현판은 이완용의 글씨다. 즉 
중국의 예속하에 있던 조선이 독립하라는 의미로 친일파인 이완용이 독립문 건설에 가장 돈을 
많이 내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친일파 윤덕영이 건축했던 프랑스형식의 대저택은 1975년까지
도 존재했으나 도로 건설과 화재로 철거되었다. 다만 윤덕영이 딸의 집으로 건축했던 한옥과 
일식, 서구양식이 결합한 집을 현재 화가 박노수가 소유했었다.
친일파 윤덕영의 집터는 현재 서촌의 20% 이상(옥인동의 5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
저택이었다. 후손인 윤평섭 씨가 당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한 도면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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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윤덕영 저택 추정도, 후손인 윤평섭 교수가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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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의 공간 - 통인시장과 마을 정자
시장은 옛 우리말로 ‘저자’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시(市), 시사(市肆),장시(㙊市) 등의 용어로 
기록되었고 시장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널리 사용되면서 오늘날 ‘시장’이라는 말로 자리 잡았다.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 부대
이다. 흔히들 ‘재래시장’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대형쇼핑몰과 백화점이 등장하
며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다. 오히려 요즈음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도 매장 안
에서 왁자지껄 호객 행위를 하는데 이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시장의 핵심 기능은 유통과 교환이다. 그 대상은 물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장은 한 날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므로 여기에서 인적 교환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각자가 가
지고 있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소통으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
기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장터는 언제든지 축제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또한 씨름대
회, 윷놀이 등과 같은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서촌의 ‘통인시장’은 언제 개장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구전으로 전해오기로는 17세
기 서촌에 형성된 양반과 중인층들이 생활부식과 의료제인 한약들을 매매하면서 형성된 상설
시장이라는 설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다. 일반적으로 장은 3, 5, 7일을 기준으로 서지만 한
양에는 육의전과 같은 시전이 연중으로 개설되었다. 육의전까지 갈 수 없는 틈새를 이용해서 
통인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초기는 한양에 인구가 증가하며 성내 여러 곳에 매일 장이 형성되었는데 관철동과 장교 
일대인 장통방(현재 청계천 입구)에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도성 내 문 인근에는 장이 형성되
었는데 통인시장 인근에는 4 소문의 하나인 창의문이 있어 세검정, 구기동, 고양군 일대에서 
도성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기에 시장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 시대 장의 점포는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긴 집(장옥㙊屋)에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팔기
도 하며 공터나 길가에 자리를 잡고 파는 영세 노점상이 있었다. 세는 한 달에 한 번 내는 장
옥세와 매 장마다 걷는 노점세가 있었는데 노점세가 더 비쌌다.
 통인시장은 현재 장옥형태에서 각 점포마다 독립공간에 매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근대 이후 
개인주택과 점포들이 들어섰기 때문이지만 긴 통로를 이용해 시장이 형성된 것은 전통의 모습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현대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감정이 있다. 이를 소통이라고 말하며, 인위적이 않다고 한다.
시장에는 사람이 모이고 거래가 있고, 흥정이 있다. 돈은 벌지만 매정하게 벌지는 않는다. 서
양에도 시장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사 먹거나 나누지 않는다. 나눔이 있다라
는 것도 서양시장과 우리 시장이 다름이다.
시장은 일방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나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소통의 인간미
가 있는 곳이다. 

Session Ⅰ - 패널토론

  ·  트리니티대학교 대학원 응용 박사

  ·  더블린대학교 대학원 응용 박사

  ·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응용 석사

  ·  미시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교수

  ·  가고시마대학교 한국어학 조교수

  ·  일본 교토대학교 영어교육학 조교수

해외 역사 도심과 서촌

언어학자
로버트 파우저 



40 41

서울의 미래 서촌의 미래2022 서울의 미래 포럼 

<서울의 미래 포럼>, 2022년 11월 16일  

‘해외 역사 도심과 서촌’에 대한 생각 

로버트 파우저, 언어학자 

 

1. 해외의 많은 오래된 도시는 역사 보전과 개발을 균형 있게 잘 하고 있는 인상은 

있지만, 과연 그럴까? 

2. 서울은 세계의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며 서울의 역사적 지역은 ‘사대문 안’에 

있다. 

3.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다. 

4. 파리, 런던, 로마, 워싱턴 등은 수도의 역사적 도심을 크게 잡고 있다. 

➔ 워싱턴 1899 Height of Buildings Act (50 미터 고도제한) 

➔ 파리 1913 Loi Monuments Historiques (중앙 정부 보전 권리 확보)  

5. 역사적 도심 안에 신축과 소규모 개발은 많지만 대규모 개발은 인접 지역 또는 

광역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Venice Charter 1964 Article 1.  

“The concept of a historic monument embraces not only the single 

architectural work but also the urban or rural setting in which is found the 

evidence of a particular civilization, a significant development or a historic 

event. This applies not only to great works of art but also to more modest 

works of the past which have acquired cultural significance with the 

passing of time.” (문화재+주변 환경) 

➔ Eugène Emmanuel Viollet-le-Duc (1814–1879) (보전+업데이트) 

6. 역사적 도심 지역 안에 여러 ‘미니 지역’이 있는데 사업과 주거 기능이 

혼합적이다. 

7. 21세기부터 상업적 압박, 과잉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주거 관련 문제 

등장. 

8. 주거 관련 문제의 핵심은 주거 기능 유지이며 주거 기능은 다양한 주택, 생활 

환경, 근린생활시설 등이 중요하다. 

9. ‘사대문 안’을 전체적 보전과 개발, 사업과 주거를 균형 있게 잡는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10.  서촌은 ‘사대문 안’에 주거 기능 유지하는 데에 주요한 ‘미니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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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고찰과 그랜드디자인

경력

2022 서울의 미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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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서촌의 미래 

다시 보는 서울의 역사도심 정책
과거 정책에서 배우는 교훈

㈜ PMA 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Session Ⅰ - 패널토론

  ·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계획박사 수료

  ·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  현) ㈜PMA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  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강남구 건축위원회 위원

  ·  전) 문화재청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 위원

과거 정책에서 배우는 교훈

PMA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유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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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
획”이 수립된 것이다. 도심이 간직한 '골목길의 아기자기함', '풍부한 역사와 
이야기', '내사산과 어우러진 경관의 매력'을 살리면서 가꾸고 활용해 그 가치
를 높이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고,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체부동, 옥
인동 등 경복궁 서측, 삼청동 등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 한양도성 주변 지역
의 오래된 주거지을 중요한 자산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도심기본계획은 기존의 도심부 관리 계획과는 다르게 생활권 계획 수준으
로 다양한 법정계획의 기준이 되도록 작성된 매우 구체적인 지침 성격을 지니
고 있었다. 당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역사도심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좋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공유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
각이었다. 때문에 그동안 공유되지 못하는 “특성관리”라는 작업의 시작점을 찾
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공에서는 그 자산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의 다양한 계획 중 하나였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역사자
산을 활용해서 개발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평유적전시관의 
사례와 같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전시하면서 높이를 완화한 사례부터 청진
구역의 종로 피맛길의 다양한 보전사례가 그것이다.
그 밖에도 한양도성의 골격을 이루는 성곽마을은 구릉지에 위치하여 재개발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늘 대립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보전해야 할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존보다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주민 스스로 그것을 마을의 가치
로 인식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마을에 
대한 재생사업과 함께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보전을 통한 
지역 재생의 계획 과정에 주민은 참여와 참관의 주체를 넘어서 활동의 주체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어서 였다. 

오래된 건물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작업의 확산
2014년 건축자산법 등에 의해 건축자산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정책적 여건
이 변하기도 했지만 시장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앤티크 제품과 
같이 세월이 흔적과 누군가의 삶이 담겨있는 버려진 빈집을 고쳐 새롭게 재탄
생 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역사보전이라는 거창한 미래가 아니어도 생
활환경의 매력을 통해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다양한 요소들이 곳곳에
서 서로 관계하면서 과거의 기능을 담고 있다. 그것들이 획일화 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렇게 쌓여온 숨겨진 매력이 이제 
새롭게 재발견되고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심지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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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의 도심부를 “역사도심”이라 말하게 된 것은 2014년 서울플랜,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였다. 그 공간적 범위는 1394년 조선왕조의 도읍
지로 정하면서 축조한 한양도성을 경계로 한 범위이고, “한양도성 역사도심”이
라 했다. 그 명칭과 상관없이 서울의 도심은 600년 넘게 우리나라의 정치, 행
정, 경제, 문화, 여가, 삶터였다. 때문에 그 오랜 시간만큼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다양한 이야기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지난 경제개발기는 역사적‧장소적 의미보다 경제적 값어치가 더 중요했던 시기
였다. 전 근대적 도시의 모습을 지닌 기성시가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의 모
습에 비해 노후되어 철거하고 재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문화재로 
지정된 궁궐과 일부 조선시대 역사자원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서 그 가치를 인
식할 상황이 아니었다. 사라지거나 방치되었다. 정책이나, 사업적 결정을 통해
서다. 당연한 결과였다. 
전문가의 제안 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한다. 일반시민들의 관심
이 개발과 성장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하기도 하고, SNS 열풍은 새로운 트
랜드가 되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특히 정책에 반영되어 제도화 
될 때 도시 관리의 전반적인 패러다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000년부터 시작된 도심부 관리는 역사적 문화적 경관을 보유한 북촌, 인사
동, 정동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다양한 삶과 기억을 담고 있는 명동, 남
대문시장, 관철동, 북창동 지역도 그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관리 툴과 사업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여 왔다. 
2008년 한옥선언은 북촌, 인사동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지역의 가치를 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경복궁 서측, 서촌지역까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었고, 2012년 사대문
안을 역사문화도시 관리차원에서 다시 살피는 학술연구가 진행, 서울플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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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역사와 장소성을 활용한 보전은 도시 내 일정지역
의 삶과 일터의 환경을 풍요롭게 하며,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을 
보전의 관점에서 삶과 함께 오래 된 가치를 지키고, 가꾸고, 활용하고 누리면
서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와 정책을 두서없이 언급하였다. 

현장에서 도시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지역을 바라볼 때 계획
의 주안점은 공익과 사익의 딱 중간지점에서 지켜야 할 대상과 진화의 관점에
서 바꾸어야 할 대상을 살핀다.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대상을 문화재와 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생활한
옥(주민들은 당신도 한번 살아보고 얘기해라 라고 말한다.)이라든가, 일식가옥, 
지형, 오래된 길(자동차도 안다니는 곳이 세상에 어딨느냐)의 흔적 등에 대해
서는 소위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시간과 전략이 필요하다. 때로는 목소리 작
은 일반 시민의 여론이 필요할 때도 많다. 

최근 SNS와 블로그는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몇 년 째 세금만 꼬밖 꼬박 내던 빈 집을 고쳐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고친 
사례가 소개되면서 주변 한옥도 고치고, 골목이 바뀌면서 오래된 동네에 새로
운 가치와 활력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의 대안으로 찾은 민간차원의 진화가 너무 지나
쳐 현재의 건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 소위 불법이라는 통제 속에 다시 
퇴화되는 우려도 생기기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공공과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아마도 지역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세련된 기준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 4 -

남지 않은 그 희소성이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쪽방촌이 밀집한 창신동 
안 4년간 방치된 한옥을 고쳐 낮에는 사무실로 밤과 주말에는 렌탈하우스로 
활용하는 창신기지, 외벽의 낙서까지 그대로 두면서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한 
이화동의 렌탈하우스 이화루애, 익선동의 거북이슈퍼, 익동카페 등등 옛 건물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면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덧붙여 친숙하고도 유
일한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서촌유희라고 하는 수평호텔 개념으로 
확장, 서촌이라는 지역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대중적 관심 속으로 들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역 차원의 자산 찾기, 가치 공유하기: 아카이빙 
기존 건물과 그 장소의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많아질수록 가능한 산재해 있
는 자료를 통합하고 공유하여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장
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엔나의 
경우에는 도시지도 서비스에 기본적인 도시정보와 함께 필지별 건축물의 건축 
시기, 건축가, 보존상태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버밍엄시는 커넥
팅히스토리를 구축하여 인물, 장소 등 기존 출판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
접 관련문서와 사진 등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20세기 서부 중심부를 중심으
로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 등의 잠재적인 자원을 발굴,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를 연결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2015년 “경복
궁 서측 지역 아카이브 DB”를 구축한 바 있다. 흩어져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장소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송석원, 필운대 등 다양한 
장소를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장동 김씨 일가를 비롯한 당시의 세력가와 장혼, 
겸재정선 등 사람과 관련사건 등 다양한 스토리 등 자원을 필지별 DB로 구축
하여 세부적인 역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중첩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가치를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송석원과 벽수산
장터로 알려진 옥인동 일대와 자수궁터이자 겸재정선의 인곡정사터 군인아파
트 부지 등 아카이빙 결과를 통해 그 가치를 공유하고, 개발시 이와 같은 스토
리를 활용하도록 했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오래된 지
역 고유의 “진가”와 “참뜻”(역사적 장소성)으로서 가치는, “값어치”를 높이고, 
양적인 “쓸모”와 “유용성”을 키우는 작업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에서 이를 공유하면서 개발 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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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건축학과 학사,석사, 박사(수료) 

  ·  하버드대 건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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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연구구의의  배배경경  및및  목목적적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한국의 근현대기를 견인해온 청와대 보존 및 활용 필요성 대두
 
  -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미래의 서울 만들기(Transformations de Seoul)”
     파리대개조사업(1852~1870)/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시장 

  - 오늘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미래의 문화예술유산조성 

   - 역사와 오늘이 공존하는 ‘상호보완적 회복(Complementary Restoration)’을 통한 청와대의 문     
     화유산화 

   - 기존 문화예술시설과 기관을 활용 문화클러스트를 조성 
     경복궁으로 인해 분리된 서촌과 북촌의 연결

   - 경복궁 복원의 완성
      경복궁 복원의 걸림돌인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서서울울  역역사사문문화화지지구구((서서촌촌과과  북북촌촌및및  경경복복궁궁))  활활성성화화  방방안안

 

청와대 부지를 활용한 문화클러스트 조성으로 문화유산화(Cultural legacy)

정준모(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문화정책)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석사 

  ·  중앙대학교 서양화 학사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관장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실장

  ·  광주비엔날레 전시부 부장

  ·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  (현)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정준모

문화예술로 본 서촌의 미래

Session Ⅱ -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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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전의 의미
   
   -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 민주화의 상징적 완성
   - 서울 특히 역사문화지구를 분리했던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서울건설계획의 모멘텀
   - 선진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세게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육성할 계기마련   

다. 문화적 예술적 배경 
   - 자연스럽게 조성된 사간동, 팔판동의 시각문화중심시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클러스트 완성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공예박물관, 선재미술관, 
금호미술      
     관, 박노수미술관, 일민미술관, 서울미술관, 세화미술관, 고희동미술관 등 갤러리 현대, 
     국제화랑, 학고재 등 80여곳에 이르는 화랑 정독도서관,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등 
     세종문화화관, 문예회관 대극장 및 대학로(동숭동) 일대의 공연장을 잇고 연결 

라. 역사적 배경 – 조선시대 정궁인 경복궁, 창덕궁(비원, 창경궁), 종묘, 운현궁, 경희궁 등 
     조선시대 역사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진정한 역사지구의 복원

마. 지리적 배경 
   - 경복궁과 청와대는 서울의 강북지역의 자생적으로 조성된 사간동, 북촌, 서촌을 근간 으로 
     하는 문화클러스터의 기능을 단정절시키는 요소로 작용 
   - 청와대 개방 후 문화클러스터화를 통해 북촌과 서촌의 문화예술기관, 시설의 유기적 연결 
   - 역사문화와 오늘의 역동적인 K-CULTURE가 공존하는 법고창신의 문화예술클러스트 완성 
   - 청와대의 문화클러스터화로 주변의 문화예술역사문화시설을 재편 및 조성

33..  문문화화  클클러러스스트트로로서서의의  청청와와대대  

가. 시간적 배경 
    -고려시대 남경(1104년) 
    - 조선시대 경복궁의 왕실 휴식공간 
    - 임진왜란 이후 페허화(270년간 궁궐의 기능 불가) 
    - 1865년 흥선대원군의 중건, 고종은 현 청와대 지역 북원(北苑)으로 명명 
    - 1896년 아관파천으로 궁궐로서 위상 상실 
    - 1926년 10월 조선총독부(전 중앙청) 건립 
    - 1939년 7월 현 청와대부지에 조선총독부 총독관저 건립 
    - 1945년 8월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 거주 
    -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경무대) 
    - 1961년 윤보선 대통령 청와대로 개칭 
    - 1978년 영빈관 신축(2000년 개보수공사) 
    - 1990년 노태우 대통령 청와대 본관건물 신축계획수립 
    - 1990년 10월 25일 청와대 관저완공 
    - 1991년 9월 4일 청와대 본관 완공 
    -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
    - 2022년 7월 25일 문화부 청와대를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 발표

22..  개개념념  및및  동동향향  
 
 가. 문화 클러스트 - 클러스터는 비슷한 업종에서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업, 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Synergy) 또는 협력작용 혹은 상승효과를 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관 
또 는 기업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것을 의미 

   - 문화 클러스트(Cultural Cluster) 
   - 문화 지구(Cultural District, Cultural Quarter) 
   - 문화산업클러스트(Cultural Industrial Cluster) 

나 문화 클러스트의 종류 
    - 공연문화중심(오페라, 교향악, 연극)의 문화클러스트 
       예) 런던 사우스 뱅크(South Bank)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re) 서울 예술의 전당 
    - 시각문화중심(박물관, 미술관) 
       예) 베를린 박물관섬(Museuminsel)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거리(Museumsufer) 비엔나 박물관    
            지구(MQ, Museums Quartier) 

다. 21C 문화클러스트의 변화 - 단순한 문화예술기관과 시설의 집적에서 종합적이며 대중과 
접점을 넓히는 변화 
   - ‘생산’과 ‘산업’, ‘소비’를 포괄적으로 수용 
   - 자국민의 문화향수를 넘어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문화관광자원화 
   - 도시의 상징이자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변화 
   - 소비자의 확대; 세계인을 고객으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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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usée de 
l'Orangerie

Jeu de paume

Musée du Luxembourg

Panthéo
n

Musée du 
Quai Branly

Champ de Mars

district 1st

-louvre in paris

Bourse de 
Commerce - Pinault 
Collection

44..  세세계계의의  문문화화역역사사예예술술클클러러스스트트  사사례례  

가. 20세기 이전
  - 베를린 박물관 섬(Museumsinsel) 
  - 서베를린 지역 문화포럼(Kultur forum)
  - 뮌헨 예술지역(Kunstareal)
  - 파리 1구 문화지구(District 1 st); 루브르 박물관과 그 일대의 박물관 미술관
  -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산하 박물관 미술관이 모여있는 내셔널 몰(National Mall) 
  - 도쿄 우에노 공원 박물관 단지 
  - 샌디에고 발보아 공원(Balboa park, Sandiego) 

나. 20세기 
  -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거리 (Museumsufer)
  - 뉴욕의 박물관 거리(Museum Mile) 
  - 암스테르담의 박물관 광장(Museum plein) 

다. 21세기 
  - 쾰른 돔 광장(Dom Platz) 
  - 암스테르담 박물관 광장(Museum plein)
  - 아테네 열린 박물관인 대 산책로(Grande Promenade)
  - 통독이후 베를린의 문화포럼(Kultur forum)의 대개조공사(1999~2025) 
  - 비엔나 박물관 광장(Museum Quarter) 
  - 필라델피아 파크웨이 박물관 지구(Parkway Museum District) 증개축계획 
  - 베를린의 박물관 섬(Museumsinsel)의 개조(1999~2025)

미래의 서울

동서; 서울의 문화역사 예술 관광축
남북; 북악산에서 용산, 우면산을 잇는 서울의 녹지축 

8

경복궁으로 
인해 동서로 
단절

이를 
잇고 연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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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ational mall, Washington

13

exhibition road, London

The British Museum
The Brunei Gallery, SOAS
The Cartoon Museum
Charles Dickens Museum
The Courtauld Gallery
The Foundling Museum
Hunterian Museum at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Museum of Freemasonry
London Transport Museum
Sir John Soane's Museum
University College London museums and collections        
      including:

Petrie Museum of Egyptian Archaeology
Grant Museum of Zoology and Comparative Anatomy
UCL Art Museum

Wellcome Collection

12

11

district 1st-louvre in paris

Musée du Louvre
Musee des Arts Decoratifs
Bourse de commerce-pinault collection
Orangerie 
Jeu de paume
Orsay museums
Musée Jacquemart-André
Musée de l’Armée-Invalides
Musée Guimet
Petit Palais-Musée des Beaux-Arts de la ville de Paris
Grand Palais
Musée Grévin
The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Musée national Picasso-Paris
Rodin museums 
Centre Pompidou
Musée du quai Branly-Jacques Chirac
Musée de l'Orangerie
Palais de la découverte
Musée du Luxembourg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Palais de Tokyo
Musée Rodin Paris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Fondation Louis Vuitton
Musée Jacquemart-And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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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useumsquartier, wien

17

16

museum mile, new york

110th Street 
  The Africa Center
105th Street 
  El Museo del Barrio
103rd Street 
   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92nd Street 
   The Jewish Museum
91st Street 
    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 
    (part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89th Street 
   National Academy Museum and School of Fine Arts
88th Street 
   Solomon R. Guggenheim Museum
86th Street 
   Neue Galerie New York
82nd Stree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71st Street 
  FRICK Collec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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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insel, berli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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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국국립립미미술술관관
Neue Nationalgalerie

20C 미미술술관관
Neue Nationalgalerie

베베를를린린 국국립립회회화화관관 
Gemäldegalerie

베베를를린린 공공예예 박박물물관관
Kunstgewerbemuseum

문문화화포포럼럼 
Kulturforum

베베를를린린 필필하하모모니니
Berliner Philharmonie

악악기기박박물물관관  
MMuusseeuumm  ooff  MMuussiiccaall  IInnssttrruummeennttss

베베를를린린국국립립미미술술관관----프프러러시시아아문문화화유유산산
SSttaaaattlliicchhee  MMuusseeeenn  zzuu  BBeerrlliinn  
––  PPrreeuußßiisscchheerr  KKuullttuurrbbeessiittzz  --  
VVeerrwwaallttuunngg

국국립립도도서서관관
IIbbeerroo--AAmmeerriiccaann  IInnssttiittuuttee

kulturforum, berlin

26

23

Museumsinsel berlin

Altes Museum

Neues Museum

Alte Nationalgalerie

Bode-Museum

Pergamonmuseum

Pergamonmuseum. Das Panorama

Kolonnadenhof

James-Simon-Galerie

Humboldt Forum, 8/25 방문 가능

Ethnologisches Museum(Ethnological Museum) 

Museum für Asiatische Kunst (Asian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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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박물관 프랑크푸르트
비벨하우스 에를레브니스 박물관
카리카투라 박물관 프랑크푸르트
독일 건축 미술관
독일 Ledermuseum – OF
Deutsches Romantik-Museum
DFF – 독일 영화 연구소 및 영화 박물관
돔 뮤지엄 프랑크푸르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사진 포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괴테하우스
프랑크푸르트 쿤스트페어라인
독일 분데스방크 겔드뮤지엄
하우스 데어 슈타트게시히테 – OF
힌데미트 카비넷
프랑크푸르트 역사 박물관
이콘미술관 Ikonenmuseum 프랑크푸르트
Institut für Stadtgeschichte
프랑크푸르트 사법 박물관
Jüdisches Museum / Museum Judengasse 프랑크푸르트
Junges 박물관 프랑크푸르트
클링스포르 박물관 – OF
Liebieghaus Sculpturensammlung
MOMEM – 현대 전자 음악 박물관
박물관 안게반테 쿤스트
프랑크푸르트 통신 박물관
MUSEUM MMK FÜR MODERNE KUNST
MUSEUM MMK FÜR MODERNE KUNST - 타워
MUSEUM MMK FÜR MODERNE KUNST - ZOLLAMT
Giersch der Goethe-Universität
Sinclair-Haus - Bad Homburg 박물관
포르티쿠스
포르젤란 (도자)박물관 프랑크푸르트
쉬른 쿤스트할레 프랑크푸르트
젠켄베르크 자연박물관
슈타델 박물관
스톨체 박물관
슈트루벨페터 박물관
Weltkulturen 박물관

30

museumsufer, Frankfurt

2927

kulturforum, berlin

Neue Nationalgalerie

Gemäldegalerie

Kunstgewerbemuseum Berlin 

-(Museum of Decorative Arts)

Musical Instrument Museum

Kupferstichkabinett (판화관)

Kunstbibliothek Berlin (Berlin Art Library)

Berliner Philharmonie

Chamber Music Hall

Berlin State Library Haus Potsdamer Straße

Ibero-Americ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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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3

ALTE PINAKOTHEK
ARCHITEKTURMUSEUM DER TU MÜNCHEN | PINAKOTHEK DER MODERNE
DIE NEUE SAMMLUNG | PINAKOTHEK DER MODERNE
DOERNER-INSTITUT, BAYERISCHE STAATSGEMÄLDESAMMLUNGEN
GEOLOGISCHES MUSEUM
GLYPTOTHEK
MAX BECKMANN ARCHIV
MUSEUM BRANDHORST 
MUSEUM FÜR ABGÜSSE KLASSISCHER BILDWERKE
MUSEUM REICH DER KRISTALLE

NEUE PINAKOTHEK
NS-DOKUMENTATIONSZENTRUM MÜNCHEN
PALAIS PINAKOTHEK
PALÄONTOLOGISCHES MUSEUM
PINAKOTHEK DER MODERNE

SAMMLUNG FÜR MODERNE KUNST | PINAKOTHEK DER MODERNE
STAATLICHE ANTIKENSAMMLUNGEN
STAATLICHE GRAPHISCHE SAMMLUNG | PINAKOTHEK DER MODERNE
STAATLICHES MUSEUM ÄGYPTISCHER KUNST
STÄDTISCHE GALERIE IM LENBACHHAUS UND KUNSTBAU
TÜRKENTOR
 
AMERIKAHAUS
BDA BAYERN-MÜNCHEN
EVANG. LANDESKIRCHE 
GALERIEN AM KUNSTAREAL
MÜNCHNER FORUM E.V.

OSKAR VON MILLER FORUM
SIEMENS-FORUM
ST. BONIFAZ, OBS
ST. MARKUS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HOCHSCHULE FÜR ANGEWANDTE WISSENSCHAFTEN
HOCHSCHULE FÜR FERNSEHEN UND FILM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ZENTRALINSTITUT FÜR KUNSTGESCHICHTE

kunstareal, muenchen,

32

31



82 83

서울의 미래 서촌의 미래2022 서울의 미래 포럼 

art district miami

38

37

36

miraclemile, losangeles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Petersen Automotive Museum

La Brea Tar Pits and Museum

Craft Contemporary

Hancock Park La Brea

El Rey Theatre

Academy Museum of Motion Pictures(건축중)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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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kowloon culture district

42

41

federation square, Melbourne

4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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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대(서울도심) 시각문화시설현황

46

Abu Dhabi’s 
Saadiyat Island 
Cultural Distric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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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일대 문화 클러스트
활용예상 부지 

50

대경빌라

국군서울지구병원

연무관

청와대 
사랑채

서울경찰청 
202경비대

테니스장

청와대 외부시설

청와대 
수송부

49

청와대 내부
시설요도

48

보보존존  및및  존존치치

재재  생생  및및  활활    용용

청와대 일대 시각문화시설현황

청와대 현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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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문문화화중중심심의의  복복합합문문화화단단지지화화  추추진진체체계계

1.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청와대 활용방안 공론화 위원회

     - 도시계획 및 건축문화분과

     - 콘텐츠 분과

     - 재정 및 운영분과  

2. 실행위원회(원탁회의)

3. 공론화위원회 지원단(문화부)

53

순서 위치 시설명 면적 건축연도 비고

1

경내

청와대 본관 복원(문화유산화) 2,761㎡/700평 1991

2 청와대 관저 복원(문화유산화) 1990

3 영빈관 공연 및 행사장 1978.12

4 칠궁(육상궁) 보존 1966년 사적지정

5 서별관 수장고

6 경호동 1관 국립근대미술관(상설)

7 경호동 2관 국립근대미술관(상설)

8 경호동 3관 국립근대미술관(상설)

9 여민 1관 국립근대미술관(기획) 2004

10 여민 2관 국립근대미술관(기획) 1969 C등급

11 여민3관 국립근대미술관(기획) 1972 B등급

12 연풍문(면회실) 편의시설및 SHOP

13 온실 Gallery for Emerging Artist

14 춘추관 Cinema & Video Art 1990 기자회견장/극장

15 춘추관 부속동 사무실

16 청와대 상춘재 보존 1983

17 침류각 보존 대한제국 서울시 지정문화재

18 오운정 보존 1989 이전

19

경외

청와대 대정원(사열대) 조각공원 1,500평

20 청와대 소정원 보존

21 녹지원 조각공원 3,300㎡/1,000평 1968 경복궁후원 채소밭

22 헬기장 국립도자미술관 건립

23 대경빌라(직원 관사) Residency & Cultural Start Up

24 무궁화동산 보존 

25 연무관 Performing Theater 

26 효자동 사랑채 K CULTURE SHOP 2010

27 청와대 수송부 국립민속박물관

28 서울경찰청 202경비대 국립고궁박물관

29 국군 서울지구병원 국립건축박물관 또는 민화박물관 2020 대개수공사후 이전

30 테니스장 추후검토

청와대 시설 현황

52

송현동 부지

어린이 미술관

11,000평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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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
정책현황과 과제

경력

2022 서울의 미래 포럼 

Session Ⅱ - 패널토론

  ·  종로구 창신동 출생

  ·  도시계획 전공

  ·  ㈜미르티앤씨 대표이사

  ·  서촌 주민 

주거공간으로 본  서촌의 미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대표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는?

2011년 만들어진 주민들의 모임으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동네를 사랑하는 주민 전문가로서

서촌의 지속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주거거공공간간으으로로 본본

서서촌촌의의 미미래래

서서촌촌주주거거공공간간연연구구회회 장장민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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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서촌공감

자연환경(인왕, 백악산, 수계-백운동천, 청풍계, 청계천등)이 가까이 입지

역사성

저층주거지(한옥, 과거의 주택유형들)

편리한 접근성(대중교통)

공동체 문화

다양한 문화공간 및 접촉기회

3

서서촌촌공공감감01

2

02서촌의현실
가. 서촌의 노후주택

대중적으로는 레트로 감성공간으로 인식(한옥, 골목)

주거를 결정하기도, 떠나기도하는 이유

주택 가격 대비 낮은 주거지 시설 수준

토지가격 대비 활용성 저하

5

노후주택이 많고, 새로운 트렌드의 주택 공급이 멈춘 노년기 주거지

서서촌촌의의 현현실실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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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촌의 교육시설

7

라. 서촌주민의 정책적 소외

02서촌의현실

수혜 주체가 바뀐 교육공간들 (공급자가 편한 교육공간, 교육공간으로 경쟁력 상실)

공모제 교장과 발령제 교장이 학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시로 바뀌는 일들이 발생

학생수가 적음에도 교육적 경쟁력은 상실

놀이터가 없지만, 학교는 개방하지 않는 현실

정책 공급자 중심의 결정과 판단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대다수 일반 주민은 정책참여 기회 불가

(오전 10시, 낮 2시에 의견수렴, 과거나 현재나 전혀 안 바뀌는 모습)

반복적으로 지역내 특정인들과 관변 단체들의 의견만을 듣고 주민의 의견으로 포장

변하지 않은 행태가, 서촌에 “어린이 놀이터”하나를 온전히 만들지 못했던 근본적 이유

실행력 없는 공공의 협치활동

정치 1번지 종로의 비애

실거주 주민의 의견수렴 어려움으로 인한 정책적 소외와 무관심

나. 법적규제 및 기반시설부족

지정 한옥은 1층밖에 유지할 수 없는 극단의 규제(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없음)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장등 기반시설 만성적 부족

6

02서촌의현실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호와 보상, 배려는 없이, 법적으로 공평성을 강조)

바. 외국인 대상 업종 입지 관리

9

서울시관광협회,종로구모두,대형버스를타고오는이용행태를고려한최소한의주차확보요건은없음

과거약 10개소의업체가지역내난립하여,심각한교통문제를유발하였던이유

서울시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프렌차이즈금지구역설정,휴게음식점및일반음식점입지를구체화하여규제하였지만,

더심각한문제를유발하고있는관광진흥법상의관련업종 규제는없음.

대형 관광버스 주차 종로구 관광식당업 관련 규제사항

9

02서촌의현실

관광진흥법에 시행령 6조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입지기준

마. 서촌의 공공자산

늘어나는 공공자산, 주민과 관련 없는 이용을 바라보아야 하는 주민의 자괴감

(공공 자산을 매입해 조성하여도, 주민 체감로는 역부족)

낮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문이 잠겨있는 시설 관리자의 힐링공간으로 전락

청와대 개방으로 관광객은 넘쳐나고, 공공자산이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

8

02서촌의현실

과도하게 늘어난 공공자산 및 기존 공공자산들은 주민과의 접촉면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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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서촌의미래
가. 주택정책의 전환

1993년 기준으로 현재 북촌 -57%, 서촌은 -26% 인구 감소

2021년 현재 주민수는 서촌 21,350명, 북촌 6,544명 수준

서촌 주택정책은 한옥정책만이 아닌, 양옥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도 포함필요.

(소규모의 저층 공공주택 공급 방안, 기존 빌라 리모델링 지원책 필요)

한옥의 정의를 유연하고 새롭게

(생존에서 살아남은 한옥. 우리나라 주거 변화의 연결고리, 해학의 도시형한옥)

소형필지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 협소(mini)주택 지원방안 필요

11

서촌은 주거기능이 중심기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사실상의 경쟁력)

서촌의미래03

10

다. 과감한 정책 전환

주차장공급(기존주차장 입체화, 청와대주변 주차장 및 공공주차장 공동사용 허용, 주민 우선배려 정책)

서촌내 공공자산(서촌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미래자산이며 주민편의 공간으로)

- 따릉이, 공유차, 택배수령, 자전거수리 및 안전교육, 자가수리를 위한 공간 및 공구대여 서비스 등

누구나 이용하는 음악감상 휴게실, 이주지원 센터

경복궁, 사직단 담장을 낮추어, 상시적으로 공원을 느끼는 공간으로 전환

보행자 천국 서촌(보행환경 대폭 개선) - 인왕산로 보행로 전환등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아이들 키우고 싶은, 차별화된 학교가 있는 서촌으로 전환

(서촌지역 근무교사 평가 가점제로 교육의 질 개선 - 인구유입 기회제공)

13

라. 주민 자존감 제고

서울 유일의 아날로그 감성 공간이 사람들을 유인

감성공간의 기대감을 채우는 기본 자산은 “주민의 거주”(노천명가옥 주인의 사례)

희소가치 전략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민재산 보호

새로운 주민 유입 촉진 정책 (새로 이주한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참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03서촌의미래

전향적인 서촌 주민보호 정책 필요

서촌의 경쟁력은 주거공간, 거주 유인 정책이 필요

나. 주민의견 수렴방식 개선

정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을 위해, 실행 단계에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내용으로 변화

(10여년이상 추진되었던 옥인동 재개발 중지는 초법적으로 중지되었지만, 지역내 약자인 세입자는 외면하고,

외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임대주택이 설치)

실거주 주민 중심의 의견수렴을 위한 실제적 방안 필요

(공공자산 공간에서 일과시간 이후에도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12

03서촌의미래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실질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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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의 미래 포럼 

마. 청와대 및 부속공간 활용

대학유치로, 과거의 교육1번지 명예회복 및 새로운 주민 이주 촉진(경쟁력 제고)

청와대 부속공간(변전소, 22경찰경호대, 202경호대, 청와대부속청사)

주거지와 매우 인접, 저층 공공주택 공급으로 새로운 주거공급

14

03서촌의미래

서촌 인근 문화공간은 이미 과도한 상태

Session Ⅱ - 패널토론

서울시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  인하대 건축공학과 졸업

  · 서울시 건축기획과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강북구 도시관리국장

서울시가 그리는 서촌의 미래



102 103

서울의 미래 서촌의 미래2022 서울의 미래 포럼 

- 2 -

이렇게 역사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서촌에 우리의 근대 역사가 

다시 켜켜이 쌓여 남정 박노수, 청전 이상범과 같은 근대 화가들의 

흔적이 더해지고 1920년대 도시 한옥과 70년대식 단독주택들이 모여 

물길과 옛길이 보존된 저층 도시구조가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서촌은 2010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1977년 경복궁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인왕산의 경관 

보호를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경관 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제한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어 대규모 고층 주택개발이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01년 북촌가꾸기사업(제1기)으로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북촌 한옥 개보수 지원하고, 주택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한옥 

보존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서울한옥선언(제2기)으로 서촌사랑방을 개설하여, 

서촌까지 한옥 등록 및 비용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한옥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전시시설, 주거체험실 등의 공공한옥을 매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제3기)을 통해 익선동 등 4곳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대화되고 다양한 한옥 수요를 반영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별 차별적 관리와 차등적 지원을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가치를 확산, 한옥을 세계화하고자 K-하우스, K-리빙 

한옥과 미래주택 대안 제시를 위해 제4기 한옥정책 및 실행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서촌의 도시관리기법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서촌만의 고유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한옥과 비한옥의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1 -

서서울울시시가가  그그리리는는  서서촌촌의의  미미래래

서울시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장 김유식입니다.

금년 5월 청와대 개방에 이어, “청와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와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한옥이 밀집되어있는 저층 

주거지역 서촌 도시관리방향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2 서촌포럼을 통해 서울시가 그리는 서촌의 미래를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여러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할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에서 서촌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며, 

서촌에 대한 우리 시의 도시관리정책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하겠습니다.

서촌은 본래 역사적 자료상에 조선시대 4대문안 방위를 기준으로 

도시의 서측에 해당하는 서소문과 정동일대를 포함하였으며, 현재 

서촌이 의미하는 범위보다 다소 크게 구분되었습니다. 

지금의 서촌은 청계천 기준으로 ‘웃대 또는 상촌’이라 부리기도 하며,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으로 추정되면서 ‘세종마을’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편의를 위해 경복궁 서측지역을 ‘서촌’으로 지칭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촌은 역사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아기자기한 골목들 속에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같은 분들이 

활동했던 기억이 서리어있고, 아름다운 인왕산과 북악산, 수송동 

계곡은 인왕제색도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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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관광거점으로서의 도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금년 청와대 개방과 광화문 광장 

개방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과 연계하여 서촌지역의 방문객들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서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지쳐있던 지역 상인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면서, 

반면에 지나친 상업화로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거나, 서촌만의 

특별한 매력을 잃을까 걱정하는 주민들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서촌지역 주민들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드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서촌의 특별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거주민들의 

주거 편익과 관광 방문객들의 역사문화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도시관리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한옥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한옥밀집지역인 북촌, 서촌, 인사동, 익선동 등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 완화와 같은 건축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촌과 서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 도심 정체성 강화와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우수한옥 인증 및 우수건축자산 지정, 등록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건축비용을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옥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옥 관리 및 

보급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한옥 전시, 행사, 민간 위탁을 통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한옥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홍보로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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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은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일반관리구역, 가로구역 등으로 

차등화하여 높이와 용도를 관리하고 옛길, 물길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서촌을 포함한 9개 한옥밀집지역에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근현대 건축자산 진흥형 

지역발전체계를 강화하면서, 서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자산에 

대하여도 건축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방재 

지원 등 공공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복궁 서측은 2020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지역이 역사문화도심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정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여간 지역주민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계획 결정 고시를 통하여,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추진 방향은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한옥 및 도성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생사업으로, 서울 역사도심 한복판의 서촌만의 

특색인 “한옥, 골목, 삶과 터” 모두의 가치가 만나는 곳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동네, 역사적 기억이 남아있는 

골목길과 안전한 삶터를 갖춘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 역사 도심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을 잘 보전하고, 대규모 

주택공급 및 소규모 주택정비가 어려운 경복궁 서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옥 및 비한옥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신축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더불어, 골목길 경관개선 및 

소규모 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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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한옥정책과 노력이 북촌과 더불어 서촌지역 그리고 

서울시의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서울의 정체성과 미래유산 가치를 

제공하여 특색있고 매력있는 서울특별시로 거듭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