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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입한옥 활용방안 제안 

매입한옥의 조건을 분석해서 활용용도를 제안하고 한옥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1년 현재 활용 가능한 4채의 한옥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지침과 기능구성을 제 

시하였다. 

매입한옥 7채의 규모， 주변 맥락(주변의 한옥밀집지역 위치 여부)， 차량 접근성， 한 

옥 보존상태， 외부공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유형 및 프로그램 등 

용도를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매도인에게 재임대된 3채 한옥을 제외한 4채 한옥 

의 활용용도가 한옥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도시개발공사 매입한옥 현황 및 활용용도 

규 모 대 대 ε ;，5; -ιι」 흔 ;I5; E ;x5; 중 

주변맥락 G3 S3 S2 G2 S2 S2 윤보선가인접 
일 
반 자동차 Om 자동차 100m 자동차 Om 자동차 20m 자동차 50m 자동차 Om 자동차 Om 
허� 

It닙4 二'-그A t에j 
전철，버〈 24αn 전철，버λ 400m 전철，버〈 500m 전철，버〈800m 전칠，버〈 600m 전철，버〈 600m 전철，버〈240m 

황 한옥보존 앙호 상태 

외부공간 마당분화 

시설유형 공공시설 

-북촌사업반 
현장사무실 

도t:;〉t -북혼문화센타 
도 프로그램 - 한옥 수선공사 
저| 상담센터 
안 -한옥개보수 

전시홍보관 

한시적인 
쿄로그램 

제안 

-북혼문화센터 
북촌사업반이 

활용주체와 프로그램올 
임대방식 직영하거나， 

전문단체에게 
위임 

-북혼사업 현장 
지원 

-개보수설계와 
비고 

공사상담， 
• 홍보관으로 

사용 

양호 

징앞공터와 
안마당 

역사관광시설 

-한옥생활 
체험관 

(전통객관， 
한옥생활관) 

- 전문업체에 
중저가로임 
대하여위탁 
운영 

양호 불량 보통 보통 보통 

안마당과작은 작은안마당과 진입겨|단과 안마당과 안마당과작은 

사랑마당 고방마당 안마당 사람마당 사랑마당 

역사문화시설 공익단체시설 역사문화시설 
(전통문화작업실) (전통문화작업실)역사문화시설 역사문화시설 

-역사문화단체 -한옥문화관 
(한옥에 대한 

사무실 

시민교양교육 또는시민단체 

및 전시학습 
사무실 

시설) -전통문화작업 
실(전통공방) 

개방형한옥 

- 임대계약 
-공공적이며 전 

만료후，흐|망 
문역할울 하는 

하는전문가 시민단체，학술단 
체에저리입대 

(단체)에게 
- 전통 장인에케 

무상임대 위탁 공방용도로 저 
우-연- 리임대 

-현재 도개공 
에서 매도인과 
임대계약체결 

-소규모사설 

박물관 
-전통문화 -소규모 -소규모 

작업실 사설 박물관 사설박물관 

(전통공방) 

개방형한옥 채방형한옥 

- 임대계약만료 
후，민간사설박 -잃대겨i약만료 
물관으로운영 -민간사설박 후，민간사설 

-전통장인에게 물관으로 운영 박물관。로 
공방용도로저 드」등」여-

리임대 

-현재 도개공 -현재 도개공 
에서 해도인과 에서 매도인과 
임대 계약체결 임대폐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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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맏옥 수섣납|용 김토 및 윌껴|π|짙 펴|시 

。 현황 및 에싼 
도개공 매입한옥중 활용 가능한 4채의 한옥에 대한 현황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 

을 추산하였다. 수선공사비는 대지면적 기준 평당 210만원으로 계산하였고， 설계 

감리 비는 공사비 의 10%로 추정하였다. 

현황 

대지우|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예산 

수선공사비 

설계감리비 

총예산 

계동105번지 계동 135- 1 

405.30m 

계동 2-13 1 가회동 1 1- 103 

697.5m 82.80m 142.0m' 

281.85m 142.05m 33.06m 63.0m 

4억 5，000만원 2억 7，000만원 5，1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5억원 3억원 6，000만원 

9，000만원 

1，000만원 

1억원 

。 설께|의 '1본펀껴| 
(1) 도개공 매입한옥(북촌문화센터， 한옥체험관， 전통공방， 작은 박물관)의 수선 설 

계 및 공사는 신축공사가 아니라 개보수공사이 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 면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정밀실측조사를 바 

탕으로 한옥의 원형을 복원하고， 한옥의 규모와 상태를 토대로 적절한 기능과 규 

모를 결정하도록 한다. 

(2) 건축가는 ‘설계기본지침’과 ‘프로그램의 구성’과 ‘활용방안예시’ 를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추후 공모를 통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한 후， 북촌사업반과 도시 

개발공사， 시정개발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지침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 

(3) 설계기본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옥수선기준’(서울특별시 한옥수선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의 제2조 관련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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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모습들 

。 북존문확멘티의 설께1 '1본Jtl짐 

(1) 한옥외관 보존 - 한옥의 외관은 후에 부가된 건불들을 철거하고，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길에 면한 c자형 바깥채도 얀마당의 상부를 개방하고 원형을 회 

복하도록 한다. 인접대지경계선의 담장도 전통적 인 형태로 복원하도록 한다. 

(2) 내부의 공간구성 재구성 - 내부의 공간구성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게 재구성 

하도록 한다. 목구조에 의하여 구축된 한옥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적 

인 편의성과 기능성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3) 프로그램구성 - ‘문화센터’는 크게 ‘북촌문화센타’， ‘북촌사업반’， ‘수 

선 홍보관’의 세 기능으로 구성된다. 북촌 가꾸기 사업을 현장에서 시행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파견된 ‘북촌사업반’ 에는 반장 l명과 팀장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0 

명이 근무하게 된다. 사무공간， 회의실， 자료실이 필요하다. 

‘수선 홍보관’은 현재 진행 중인 ‘북촌 가꾸기 사업’중 ‘한옥 수선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상담센터와 홍보전시실로 구성된다. ‘상담센터’에는 건축 

전문가와 공무원 등 3인 정도가 주민들과 한옥 수선공사에 대한 상담을 정례적 

으로 진행하는 장소이다. ‘홍보전시실’에는 한옥 수선사례 및 공사재료와 시스템 

을 전시하도록 한다. 제l전시실에는 수선사례들을 패널 또는 모형 형식으로 전시 

하고， 제2전시실에는 기와， 칭호， 목재 등 한옥건축재료와 벽체 단열방식 난방방식 

등 설비 시스템 등을 전시하도록 한다. 

‘북촌문화센타’ 는 북촌 주민 들의 한옥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프르그램을 기 

획하고 진행하는 시설이다 서예， 한문， 판소리 등 전통문화강좌， 매듭 염 색 등 전 

통공예실기강좌， 영화상영， 연주회 등 문화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기획될 예정이 

다. 그리고 북촌의 역 사와 가치 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북촌홍보관이 포함된다. 

각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프로그 램 의  구성]의 〈표기능별 면적 구성〉와 

[활용방안예시]를 참고하여 건축가가 제안하도록 한다. 

(4) 채와 마당 활용 ‘문화센터’는 북촌 한옥마을의 중심시설이다 이 곳에서 

주민들에게 북촌 가꾸기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며， 북촌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려 채토 나뉘 
어 있는 채들을 잘 활용하고， 분절되어 있는 마당을 잘 활용하여 여려 가지 공공 
적인 프로그램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안채 뒤쪽의 뒷마당은 북촌운화 

센타의 프로그램과 관련 하여 집회와 문화행사 동을 수용할 수 있는 외 부공간으로 

계획한다‘ 

(5) 주변 맥락과의 연계 - 이 한옥은 계동길에 면한 대문과 막힌 골목에 면한 뒷 

문이 있다. 두 방향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잘 활용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복합적쉰 
j니μ| μ 1 1 A 1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1 11띠| 녀 11 4 1 ---- (6) 새 시설불 신축 - 주어진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별도로 새로 
1 북촌문화센터 

2 한옥체험관 

3 전통공방 

4 작은 박물관 

운 시설물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한옥구성을 존중하면서 최소규모로 계 
획하고， 한옥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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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 통신시설 - 모든 실에 인터넷 접속 및 각종 사무기기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한다 

(8) 설비방식 - 냉난방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한옥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 

스템을 제안하도록 한다. 화장실과 탕비실 등 부속시설도 적절한 위치에 시설하도 

록한다 

(9) 지붕구조와 방수 - 가능한 한 현재 기와를 성능보완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지붕 하부구조는 적절한 방수공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10) 벽체의 단열 - 벽체는 전통적인 마감형식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단 

열 시공 하도록 한다. 

* 
산출근거와 기준면적에서 괄호안의 면적은 각 실별 순면적을 합산한 것이다. 동 

선 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쪽마루가 있거나 마당에서 직접 출입이 가 

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
* 

‘활용방안 예시된 면적’은 건축대장에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다. 구조체로 구획된 부분만을 계산한 수치이고， 횟마루와 쪽마루 등 동선으로 사 

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산정하지 않았다 

*** 
기준면적은 참고용이다. 건축가가 평면기본단위 ‘칸’를 존중하면서 면적 조 

정이 가능하다. 

가회동11-103번지(작은 박물관) 

예시된 도개공시법매입효욕 4채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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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2-131 번지(전통곰방) 

계동135-1번지(한옥체험관) 

계동 105 번지(북촌문호}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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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출
 입
 구
 

부출입구 
、，

북존문화센터 
- 륙훈용보관 
- 기획설 
-셰미나설 

혁존 JJ-업반 
- .1./-무실 
-회의설 
-자료실 

게보수홍보관 
- )1보수상당연티 
- )1보수용링전U설 

기능별 면적구성 

사업지원팀 
5인 x 3.5떠 = 17.5m' 

17.5m' 사무실1 

안채 (부엌/안방/대청) 65.50 퍼 + 

별채 19.20m' = 84.70m' 

17.5m' 
기술지원팀 
5인 x 3.5떠 = 17.5m' 

업무회의 
12인 x 1.8 m' = 21.6m' 

사무실2 

1.6m' 

한옥대장등북촌가꾸기 사 
업자료정리와보관 

회의실 북촌사 업 반 

10m' 자료실 

66.6m' 

9m' 
안채(건너방) 

건축전문가 2인， 공무원으 
로구성된자문팀 3인 
5인 x 1.8m' = 9m' 

소계 (순면적) 

안채 (건너방) 13.40 퍼 + 

안행 랑채 46.50m' + 

사당 14.40m' = 74.30m' 

한옥개보수우수 사례패빌 
모형전시 

수선상담센터 

30m' 수선홍보전 시실1 수선홍보관 

30m' 한옥재료와공법전시 수선홍보전시실2 

69.00m' 소계(순면적) 

3인 x 3.5m' 문화프로그램기획사무 기획실 

2인 x3.5m' 강의준비실 강사실 

바깥채 53.82m' + 

사랑채 40.90π� + 

뒷행 랑채 28.13 m' = 122.85 m' 

40m' 북촌홍보전시，안내 북촌홍보관 

15인 x 1.8m' 강의 세미나실1 북촌문화센터 

10인 x3m' 강의실습 세미나실2 

5m' 탕비실 

119.50m' 소계(순면적) 

281.85m' 255.10m'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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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뒷마당활용 
강연，공연 
50인 x 1.0m'/인=50m' 북촌마당 모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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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육셰험관의 실께I Jtl점 (깨|동 135-1번Jtl) 

(1) 한옥외관 보존 - 북측과 서측 뒷마당과 부가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한옥의 외 

관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마당에 면한 안채의 입면도 원래 

의 모습대로 회복하도록 한다. 인접대지경계선의 담장도 전통적인 형태로 복원하 

도록한다. 

(2) 내부의 공간구성 재구성 - 안채의 대청과 안방， 건넌방 등 한옥의 내부공간도 

가능한 원래 상태대로 충실하게 복원하도록 한다. 원래 의 내부구성을 바탕으로 한 

옥체험관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도록 한다， 목구조에 의하여 구축된 

한옥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편의성과 기능성을 충족시키도록 한 

다. (숙박형태에 따라 내부구성을 제얀도록 한다.) 

(3) 프로그랩의 구성 - ‘한옥체험관’은 ‘숙박시설’과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이 

한옥은 「자형 안채와 L자형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잘 살려 

숙박시설과 지원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박시설’은 안채(안방， 대청， 

건넌방)와 바깥채의 동쪽 날개에 계획하도록 한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 

과 건넌방은 개별 화장실을 갖춘 독립된 객실로 구성한다. 바깥채의 동쪽 날개에 

는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하는 객실을 구성한다. 

‘지원시설’ 은 안채(부엌)일부와 바깥채의 남쪽 날개에 구성한다. 식당과 주방， 사 

무실과 프론트데스크 등을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각 기능의 구체적인 내 

용과 규모는 〈표기능별 면적구성〉와 〈그림 활용방안예시〉을 참고하여 건축가가 

제시하도록 한다. 

(4) 마당의 활용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섣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얀마당과 뒷마당 

등 외부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한다. 안마당은 연회나 공연이 가능하도록 바닥재료 

를 선택하고， 조경계획과 시설물을 계획한다. 

5) 주변맥락과의 연계 - 진입로에 변하여 바깥채 앞에 앞마당이 있다. 앞으로 매 

입 가능성이 있는 계동 135-2번지 한옥의 진입을 고려하면서 한옥과 잘 어울리는 

쌍지공원을 계획하도록 한다. 

(6) 새 시설물 신축 - 주어진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별도로 새로 

운 시설물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한옥구성을 존중하면서 최소규모르 계 

획하고， 한옥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 를 제안하도록 한다. 

(7) 전기 통신시설 - 모든 실에 인터넷 접속 및 각종 사무기기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8) 설비방식 - 냉난방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한옥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 

스템을 제안하도록 한다. 각 객실 별로 화장실 또는 공동화장설 및 샤워실 동을 적 

절한 위치 에 계획하도록 한다. 

(9) 지붕구조와 방수 - 가능한 한 현재 기와를 성능보완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지붕 하부구조는 적절한 방수공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10) 벽체의 단열 - 벽체는 전통적인 마감형식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단 

열 시공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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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면적 구성 

숙박시설 

지원시설 

마당 

객실1 (2인실) 

대청마루 

객실2 (2인실) 

객실3，4 (2인실) 

객실5 (1인실) 

소계(순면적) 

A I [과 
--，c그 

노"01 
-r=격 

사무심 고로E 11 = ，-1..-. -

소계(순면적) 

합계 

안마당 

뒷마당 

앞마당 

지원시설 

-부엌 

_AICf 

-사무실과 프론트 

옷장， 칩대 2개 : 4m x 3m =12m' 

화장실 (욕조， 세면기， 암면기 포합) : 
1.7m x 2.1m =3 .57m' 

객실1 또는객실2에서 사용가능， 
안밤， 대청， 건너방올 스위트룸으로 구성 
하는것도가능 

옷장， 침대 2개 : 4*3=12 

화장실 (욕조， 세면기， 암면기 포힘) : 
1.7m x 2.1m = 3.57m' 

거실을 포함한 2베드 칩실 : 
5m x 3m = 1 5 떠 

(마루， 화장실， 침실， 침대， 탁자， 의자， 옷 
장포함) 

거실올포함한1베드침실 : 
4.5m x 2.5m= 11.25떠 

(마루+화장실+침실-침대， 탁자， 의자， 옷 
장포함) 

총숙박인원 약10인 
2m'/인 x 10인=20퍼 

식당면적 40% 

3인 x 4m'/인 = 12m' 

강연，공연，연회 
50인 x 1.0m'=50m' 

후원1，후원2(대청과식당에 바라보는 
정원) 

전통정원형식의 쌀지공원 

15.57m' 

20m' 

15.57m' 

15m' 

11 . 25 m' 

77.39m' 

20m' 

8m' 

12m' 

40m' 

117 .39m' 

50m' 

숙박시설 

- 객실(1인，2인용) 

마당 

- 강연，공연，연회 

-

안채 (안방+대청+건너방) 
47.25퍼 

바깥채 (동쪽날개) 
24.67m' 

바깥채(남쪽날개) 
10 . 1 7 m' 

82.09m' 

부엌/식당30.38+ 

바깥채(남쪽날개 일부) 20.69 
=51.07러 

51.07m' 

133.16m' 

45.92m' 

안채 뒷마당 

문간채앞마당활용 

1 93 

http://www.kahoidong.com


CD ~*.21:i& 12-~ - 01 ~*~ ~~ 71.Q.}71 *~ %71:f10-1 ~~ ~, ~*~ -'tlq:j 
~ ~ -3}~ "T'- ~ ~ ~% ~ q:j:f12 x.~~-'8 ~*01C}. ~u}I:J-JIj- Al~ %lu}I:J-s:. 71 

*01 ~-&j~2, .21~s:. E}~~ u}~:f1O-1 ~C}. -¥-7}-'8 {!%~ ~ {:i71 i5}2, ~ q:j-'8 

-¥-~~ tl}~ ~o} ~* .21:i&~ -'tlq:jrl1~ 12-~i5} ~ ~ ~ -'tl:31~~ ~C}. Al~ rl1 71 

7cl Al{iQ.j '8-:AJ-s:. ~~~ ~ q:j "E11 ~ ~-'tl i5} s:.~ ~C}. 

(2) LJ1 -¥-~ .:g-zrTAa A~ TAa - ~~~~ rl17:aJIj- ~1lJ- , {!tjllJ- % ~*~ LJ1 -¥-.:g-zrs:. 

7} 'o ~ ~ -'tl2-l1 AJ- "E11rl1 ~ %{ti5}111 ~-'tli5}s:.~ ~C}. -'tl2-l1Q.j LJ1-¥-T-Aa ~ tl}EJ-~~ 

~~.:g-1lJ- 0 1 2-}~ A~ ~-8:- Ii ~J i@l ~ A~ TAa i5}s:.~ ~C}. 'i5''7~ J:~ ~)~ ~s:71 % ~ 

£LC1LJ10-1 ~Ts:oJl Q.ji5}O:j T~-'8 ~*~ o} ~c}%~ ~~i5}:f1 ~rl1~~ ~~Aa 

JIj- 71 'oAa ~ %~A171s:.~ ~C}. 

(3) Ii~Ji@l~ TAa - · ~~.:g-llJ- ' ~ · .:g-llJ-'JIj- ' ~71 ' -¥-~~~ T Aa-'8C}. 01 ~* 

~ C 7} q:j %~~ oJl Al ~~~ \t7R 7} S! ~O:j ~ q:j Ell ° 1 ct. rl1 7cl ~ ~~~~ •.:g-llJ- ' 

JIj- ' ~71 ' -¥-~~ T-l'&i5}~ ~01 tl}'%tZ1i5}c}. · .:g-llJ- ' ~ rl17clJIj- ~zr~~\t7RoJl Al~ 

i5}2, •~71 ' -¥-~ ~ ~~~ \t7R(~1lJ-JIj- -¥-~)oJl 711 ~ ~c}.• .:g-llJ- ' -¥-~ ~ -3}qj {tJIj- ~ 

Al:AJ-~~ TAa -'8 ct. . ~71' -¥-~ ~ llJ-JIj- -¥-~ ~ ~ I:J- ~ ~~ TAa ~c}. 471 '0 Q.j 

T~l] ~~ 1..Jl%JIj- TfY~ OL71 'o~ ~~TAa>.Q.} <J~: ~%llJ-~ojlAl>~ {f2i5} 

O:j {!~7}7} All Ali5}s:.~ ~c}. 

(4) u}I:J-~ ~% - ~u}'8' ~ ~~.:g-1lJ- ~ llJ-~i5} ~ ~ 1fr~ ~ oJl 111 7R llJ-i5}2, %lu}I:J

~ ~71 % u}I:J-~~ A}%~c}. ~1fr~ ~Q.j ~qd ~ All ~i5}:f1, Al~ \t7R ~ .21~ ~ 

!f-~ ~ Al E- %~~ j:l~i5} O:j .'f- u}I:J-°l A1 4~~~ '?:!~ :f1 s:.~ ~c}. u} '8'~ 71 

'oJIj- Aa~oJl u:}2-} ~~~ tl}~A~ li~ {i~i5}s:.~ ~c}. 

(5) 'T.~ ~EtJIj-Q.j '?:!Al - 01 ~*~ -'tl2-l1 711% 2-27~71 ~*JIj- %A]oJl 710-1~ '?:! 

~~*~~ 71*01 '?:! ~:f10-1 ~c}. 01 ~ 2aji5}~Al 7R12-"T'-.:g-A} ~ ~t>~~c} . 

(6) A~ AHt% {l~ - ~0-1~ 71'0 ~ %~A17171 ~i5}O:j ~Ri5}c}~ ~s:.~ AH~ 

-8:- AHt%~ Al~~"T'- ~c}. 01 7clJf-- 71~ ~*TAa ~ ~~i5}~Al ~~TfY~ 711 
~ i5} 2, ~*JIj- ~ 0-1 %~ "T'- ~ ~ q:j Ell ~ All ~i5}s:.~ ~c}. 

(8) 1itll llJ-~ - \ll\±llJ-1itll~ ~~s:.~ ~c}. ~*~ AJ-Ell~ 2aji5}O:j ~AJ~ Al 

~Eil ~ Al1 ~i5}s:.~ ~c}. 4 7Jj{t ~~ ~:AJ-{t .t:E ~ .:g-%~:AJ-{t ~ Al=~~{t ~ ~ ~ 

~~ ~ 7-1 oJl 711 ~ i5}s:.~ ~c}. 

(9) 	 71*TS:.Q.} llJ-"T'- - 7}'o~ ~ ~AH 71.Q.}~ Aa'o12-stl- j:1~ i5} O:j AHA}%i5}~ ?;i 

~ -'tl :31~~ ~c}. 71* i5}-¥-TS:~ ~AJ~ llJ-"T'-.:g-'i:j ~ {i~i5}s:.~ ~c}. 

(10) ~~11 Q.j li±~ - ~~11 ~ ~~~~ u}~q:j~ ~ %71 i5}~Al ~~~ llJ-~~~ li± 
~ Al.:g-i5}s:.~ ~c}. 

194 


http://www.kahoidong.com

Page 194

。 펀 륭 공 방 의 설 께I�I 찜 (111 동 2-131 번 �I ) 

(l) 한옥외관 보존 - 이 한옥은 한식 기와지붕만 유지되어 있을 뿐， 한옥의 원형 

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변형되고 노후화된 한옥이다. 안마당과 서측 뒷마당도 지 

붕이 덮혀있고， 외벽도 타일로 마감되어 있다. 부가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변형된 

부분을 바로 잡아 한옥 외관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쪽 대지 

경계선의 담장도 전통적인 형태로 복원하도록 한다. 

(2) 내부의 공간구성 재구성 - 안채의 대청과 안방， 건넌방 등 한옥의 내부공간도 

가능한 한 원래 상태대로 충실하게 복원하도록 한다. 원래의 내부구성을 바탕으로 

전통공방이라는 새로운 프로그 램 을  재구성하도록 한다 숨겨져 있는 목조기둥을 

드러내어 목구조에 의하여 구축된 한옥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되 현대적인 편의성 

과 기능성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3) 프로그 램 의  구성 - ‘전통공방’은 ‘공방’과 ‘주거’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한옥 

은 E자형 몸채에 서쪽으로 날개가 덧붙여진 형태이다. 대청을 중심으로 ‘공방’ 

과 ‘주거’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방’은 대청과 문간채날개에 계획 

하고， ‘주거’부분은 안채날개(안방과 부엌)에 계획한다. ‘공방’부분은 작업실과 전 

시장으로 구성된다. ‘주거’부분은 방과 부엌 및 식당 동으로 구성한다. 각기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표 기능별 면적구성〉와 〈그림 활용방안예시〉을 참고하 

여 건축가가 제시하도록 한다 

(4) 마당의 활용 - 얀마당은 전통공방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뒷마당 

은 주거용 마당으로 사용한다. 일반인들의 출입은 제한하되， 서쪽 날개의 외벽을 

투명한 재료 둥으로 처리하여 두 마당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마당의 기 

능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바닥재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5) 주변 맥락과의 연계 - 이 한옥은 원래 계동 2-27번지 한옥과 동시에 지어진 연 

립한옥으로 지붕이 연속되어있다. 이를 고려하면서 개보수공사를 진행한다. 

(6) 새 시설물 신축 - 주어진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별도로 새로 

운 시설물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한옥구성을 존중하면서 최소규모로 계 

획하고， 한옥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하도록 한다. 

(7) 전기 통신시설 - 모든 실에 인터넷 접속 및 각종 사무기기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8) 설비방식 - 냉난방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한옥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 

스템을 제안하도록 한다. 각 객실 별로 화장실 또는 공통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적 

절한 위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9) 지붕구조와 방수 - 가능한 한 현재 기와를 성능보완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지붕 하부구조는 적절한 방수공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10) 벽체의 단열 - 벽체는 전통적인 마감형식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단 

열 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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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전시장 

./ 

/ 
주거/ 

1--

마당 !부속실 
4m 

�‘....J 

i w 
기능별 면적구성 

대청 9.74+ 

문간체 7.8=17.54m 

7 .45m 

전통공방작업실 
미싱작업 1 .2m x 1.0m = 1.2m 
재 단작업 1.5m x 1 .5m =3 .75m 
바느질작업 1.0m x 1.0m = 1.0m 
편물작업 1.0m x 1.5m = 1.5m 
(작업 용도에 따라 바뀔수 있음. 여기서 
는제봉작업 면적 근거입.) 

작업실 

10.6m 
전통공예품전시 
전시영역은 전체면적의 약 30% 
(전시품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전시실 

공방시설 

1 7.54m 18.05m 

1 1 .25m 
거실올 포함한 1 베드침실 
4.5m x 2.5m = 11 .25m 
(마루， 화장실， 침실， 침대， 탁자， 의자， 
옷장포함) 

소계(순면적) 

방(1인실) 

안방 9 .18+부엌4.04 
+서쪽날개 4.6 
=17.82m 부엌 : 2m/인 x2인 "，4m 

식당 : 식당면적 40% = 1 .6m 5.6m 

옥조，세면기，양변기 설치 
1.7m x 2.1m = 3.57m 

부엌겸식당 거

 

3.57rrt 화장실 

17.82m 20.42m 소계(순면적) 

35.36m 38.47m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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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당활용 

서쪽마당활용 

공방에서 작업장소로 이용 

주거부분에서 이용 

안마당 

뒷마당 
마당‘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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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은 박 물 관 의 설 계| π| 집 Pt 획 동 11-103번 �I ) 

(l) 한옥외관 보전 - 이 한옥은 전체 골격과 한식 기와지 붕은 잘 보전되어 있으나， 

외벽을 타일마감으로 변경하고 사랑채 앞마당을 내부화하는 등 외관이 변형되 어 

있다. 안마당에 면해서도 안채와 문간채， 사랑채를 연결하는 통로를 덧붙여서 내 

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마당과 사랑채， 앞마당의 부가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외벽구성을 정비하여 한옥 외관을 원형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내부의 공간구성 재구성 - 안채의 대청과 안방， 건넌방 둥 한옥의 내부공간의 
구성은 문간채의 화장실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기존의 구성을 바 
탕으로 작은 박물관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의 구성 - ‘작은 박물관’ 은 ‘전시실’ 과 ‘사무실’ 과 ‘수장고’ 

로 구성된다. 이 한옥은 규모는 작지만 「자형 안채와 일자형 문간채와 일자형 행 

랑채의 세 채로 분절되어있다 「자형 안채에 ‘상설전시실’과 ‘사무실’， 사랑 

채에 ‘기획 전시실’， 문간채에는 화장실을 계획한다. 현재 장독대의 위치를 참조 

하여 그 하부에(또는 지하에) 수장고를 계획한다. 각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는 〈표 기능별 면적구성〉와 〈그림 활용방안예시〉을 참고하여 건축가가 제시하 

도록 한다. 

(4) 마당의 활용 - 사랑채 앞마당을 외부공간으로 복원하여 외부전시공간으로 활 

용한다. 사랑채 내부의 전시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계획 한다. 안마당은 전 
시시설의 공용공간(여유공간)으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공간과 긴밀한 관 

계를 갖도록 계획 한다 안마당과 사랑마당이 시각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마당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각각 적절한 바닥재 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5) 주변 맥락과의 연계 - 이 한옥은 도시한옥들이 집단적으로 비교적 잘 남아있 

는 가회동 11번지 에  속해 있다. 비록 앞 남쪽대지 에는 새로 다세대주택이 들어섰 

지만， 북쪽 대지 로는 도시한옥들이 잘 남아있다. 이 한옥은 앞으로 가회동 11번지 

도시한옥주거지 가 보전되고 재생되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입지 를 차지하 

고 있다. 

(6) 새 시설물 선축 - 주어진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별도로 새로 

운 시설물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한옥구성을 존중하면서 최소규모로 계 
획하고， 한옥과 잘 어 울릴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하도록 한다. 

(7) 전기 통신시설 - 모든 실에 인터넷 접속 및 각종 사무기기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8) 설비방식 - 냉난방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한옥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 

스템을 제안하도록 한다 각 객실 별로 화장실 또는 공동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적 
절한 위치에 계획 하도록 한다. 

(9) 지 붕구조와 방수 - 가능한 한 현재 기와를 성능보완 처리하여 재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지붕 하부구조는 적절한 방수공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10) 벽체의 단열 - 벽체는 전통적인 마감형식을 유지하 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단 

열 시공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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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 

-상설 전시실 

o 

기능별 면적구성 

상설전시실 

전시시설 
기획전시실 

소계(순면적) 

전시기획실 

안내및접수 

^�E며r-닙「E Cr그 화장실 

수장고 

소계(순면적) 

합계 

안마당 
마당 

t 사랑마당 

: 1335 ‘’ 

} 1 안마당 : 

‘ ι “ 」

I 

2 4m 

상설전시 
전체면적의 35% 

특별기획전시 및교육 
(사랑채 이용) 
전체면적의 15% 

3인 x 4m'/인 =12m' 

2인 x4πi./인 = 8m' 

남녀각각(앙변71+서|면대) 
0.8m x 1.75m = 1.4m' 

장독대아래활용 
전체면적의 20% 

연호1，오|부전시 

외부전시 

〈 χ � -;，--" ô ...l..!. 

21 m' 

9m' 

30m' 

12m' 

8m' 

2.8m' 

12m' 

34.8m' 

64 .8rri 

A � 口 �닙 
r--.--.= 

-전시 기획실 

，.-.， 
’ l 

。�f U qJ J어.6 
.:2""'11 Ä t::I ’ 

'4.64’ 사랑마당 
” 、 ’ 
’ 、‘、 ‘ '1 

'- __ ..J 
전시시설 

/ -기획 전시실 

안채일부20.08+ 
사랑채12.90 
=32.98m' 

32.98m' 

안채 일부 11.16+ 
문간채 8.50+ 
장독대 7.04 
=26.7m' 

26.7m' 

59.68πf 

안채안마당활용 

사랑채마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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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매입한옥 활용 추진현황 

도시개발공사에서 2000년에 시범 매입한 한옥 7채 중 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한 

옥 4채에 대한 활용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건의한 활용원칙 

과 용도 및 설계지침에 따라 매입한옥의 실측 및 수선을 위한 설계용역이 발주되 

어 진행중이고， 임대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결정 

된 상태다. 

매일맡옥의 정밀 쓸측초샤 및 수섣 쉴껴|용-역 발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범 매입한 한옥 7채 가운데 매도인에게 재임대한 한옥 3채를 

제 외 한 4채 한옥(계 동 105， 계 동 135-1， 계 동 2-131， 가회 동 11-103)의 활용을 위 

한 정밀 실측조사 및 수선 설계용역을 담당할 설계자(대연건축， 김철민 소장)가 선 

정되어 현재 수선 설계작업이 진행중이다. 

매일맏옥 수섣 슬길껴I�의 Ef옥슨jl시위윈외 심의 

도시개발공사의 매입한옥 3채(현재 북촌 사무소로 사용중인 계동 135-1번지는 현 

재 상태로 임대 예정이어서 제외)에 대한 개방형 한옥으로의 수선 지원신청이 접 

수되어 2001년 12월 4일 제10차 한옥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마쳤다. 

심의 결과 계동 105번지(북촌문화센터)의 수선 설계안에 대한 일부 보완(가능한 한 

옥의 원형을 복원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담을 것 등)을 조건으로 외관 및 내부 각 

각 3천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가회동 11-103번지(작은 박물관)의 경 

우 임대사업자 선정후 설계내용을 일부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외관 및 내부 각각 

3천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계동 2-131번지(전통공방)의 경우 결정을 보 

류하였다 

매입한옥3채에 대한한옥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북촌문화센터 계동105 

전 통공밤 계동2-131 

작은박물관 가회동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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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오|부및 내부) 

60，000，000원 
(외부및 내부) 

60，000，000원 
(외부및 내부) 

- 기존 뒷행랑채의 대문간 옆의 연단광율 그대로 두고 
이 부분에 출입구를 설치할 것 

- 뒷행랑채(전시관)와 안채(사무싫동)사이의 현재 담장 
은 분리 등의 목적으로 전통한옥 담장으로서 높이를 
낮추어 존치하는 방안올 강구 

- 기존 부엌율 상담실로 변경하는 부문은 사무실과 

연계될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하고 출입구 등올 조정 

- 일식 목욕실울 철거하고 뒷마당률 활용 

- 길쪽 행랑부문은 노후와 개방의 필요로 철거하고 
대신문간채률신축 

신축보류 

활용자선정후조정함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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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운영자 모집공고문(한국일보 2001. 11. 30)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매일맏옥 일돼흔영πt A애정 

도시개발공사는 2001년 11월 30일 활용 가능한 4채의 한옥 가운데 현재 명도소송 

에 계류중인 계동 105번지 한옥을 제외한 3채 한옥의 임대운영자를 일간신문 공 

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였다. 

공고 이후 12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계동 135-1번지(한옥체험 

관)에 총 11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가회동 11-103번지(소규모 사설박물 

관)에 5건， 계동 2-131번지(전통공방)에 2건 둥 총 18건이 접수되었다 

한옥체험관의 임대 운영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 북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옥민박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 전통숙박업 또는 

한옥을 활용한 체험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한 많은 법인체와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 

어 눈길을 끌었다. 사설박물관의 경우에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해 오죽 

장， 민화， 생활용품 등 가치 있는 전통문화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청 

이 많았다. 

임대운영자의 선정은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북촌마을 매입한옥 운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 

었다 

2001년 12월 18일 개최된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한옥체험관 임대운영자로는 가 

회동 16-3번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오던 이미자씨가 선정되었고， 한산기획 

(대표 얀영환)이 예비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소규모 사설박물관 임대운영자로는 민 

화 170여점， 부적 650여점， 무신도， 귀변와 등을 소장하고 있는 윤열수씨가 임대 

운영자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무형문화재 15호 오죽장 기능보유자인 윤병훈씨가 

예비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전통공방의 경우 2인의 신청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어 

임대운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앙후 일매 흔영방빌 
입대운영자의 선정 이후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한옥 

수선설계 및 공사를 완료한 뒤 2002년 5월에 입주 및 개관할 예정이다. 임대기간 

은 2년으로 정해졌고， 2년 단위로 재개약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별 

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되었다 

계동135-1 

계동2'-131 

가회롱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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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5 24，448，000 

4，760，000 

9，128，000 

1，222，400 

238，000 

456，400 

30，560，000 

5，950，000 

11，410，000 

6，112，000 

1，190，000 

2，282，000 

33..06 

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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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 매입한옥 활용방안 

북촌 가꾸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 한옥 또는 비한옥의 매입과 활용은 여러가지 목 

적 하에 이루어 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일이다 북촌 가꾸기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시책이라는 점에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 

복하는 데 에도 매입과 활용은 큰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북촌 가꾸기의 거점 확보 

및 역사경관과 한옥경관의 회복 측면에서도 매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옥을 매입하여 잘 고친 뒤 활용하는 일은 한옥 되살리기의 모범사례를 제 

시하고， 개인주택에 담을 수 없는 공공적이고 문화적인 기 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난다 

도시개발공사의 시범매입한옥의 활용과 파급효과를 지켜보면서 향후에도 한옥매 

입 및 활용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한옥의 매입 및 활용시 유의할 사항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북촌 't꾸'1으j 섣찌|적E 톨억| 맞추여 전략적으로 매일 

‘북촌의 역사경관의 회복’， ‘한옥밀집지역 경관회복’ 환경정비사업 목적의 

비한옥 매입’， ‘활용도가 높은 한옥의 적극 활용’등의 목적에 따라 매입우선순 

위를 결정하고 이에따라 순차적으로 매입하도록한다. 

훌훌용윈직의 준수 

매입한옥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구입한 만큼 시민의 재산이다. 2001년 전반에 매입 

한 한옥 7채중 3채(계동72， 가회동 11-39， 재동33)는 매입당시 살던 거주자에게 재 

임대하였기 때문에 실제 활용가능한 한옥은 4채뿐이다. 앞으로 구입하는 한옥은 

공공성， 개방성， 역사문화적 가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활용의 원칙을 결정하도록 한 

다. 이미 임대한 3채의 한옥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활용원칙에 따라 운영사 

업자를 선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일대운영지지 윌껴| 및 시꽁고I정억| 칩。1일 수 있도록 일돼덜히 정빅 

운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선설계와 수선공사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랩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와 시공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평면의 세부조정 

과 마감재의 선택 등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자칫 중복공사의 위 

험도 있다 따라서 매입한옥의 운영사업자를 적시에 선정하여 운영사업자의 의견 

을 수선설계와 시공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매입한옥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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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훌史훌훌建觀(/) 
�.피 :홉1’‘l.，:方 

Wl!tl'. ‘* 갑l‘10、ι (- .  :litLltilí d::la “‘ 

깐I훼짜뼈1190)i.fj’IJ 암{꺼I fi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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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三船康這外 3人 編， 歷史<f> � 建物(J)}좀tJ\ L，方， 

學훌훌出版社， 1 999 

2층 전시설 

오오사카부(大|쨌府) 돈다바야시 (富 田 林)市의 스기 야마가(f� 山 家) 주 택 은 톤다바야 

시 지 나이 효( 富 田 林좋 內 메)의 역 사와 비 슷하다. 스기 야마가(f�山家) 주택 은 1685년 

양조장으로 영 업 을 시 작한 이 후  성 공해 초기 에 30석 이 던  주조 생 산량은 1697년 에 

는 104석 ， 1785년 에 는  1， 103석 으로 급속하게 성 장하 였 다. 가게 를 포함하여 술 창 

고， 토장 등 수십 동의 건 물 이  있 었 다  

그러 나 명 치 시 대  후반에 폐 업 한  뒤 술 창고는 사라지 고 주 건물과 일 부 부속실 이 

남아 있 게  되 었 다. 

1983 년 에  돈다바야시 (富 田 林)市가 건물을 보호하기 위 해  약 400평 의  토지 를 매 입  

하고， 1985년 부터 보존수리 ， 방재 공사， 정 원  등을 정 비 하 였 으며 1987년 부터 일 반 

에 게  공개 하기 시 작하 였 다. 

주 건물은 17세 기 지 나이 효(놓 內 뻐T) 최 고의 마찌 야( 머T家) 이 며 ，  주거 부분은 1688년 

(元禮)경 에  건 축되 었으며 ， 그 뒤 에  수차 례 에  걸쳐 증개 축되 었다. 

보존수리 는 약 18세 기  중반의 형 태 로 복구 정 비 하 였 으나 안방， 다실， 변 소  등 18 

세 기  이 후에 증축된 부분은 활용을 고려 하여 그대 로 보존되 었 다. 

또한 1991년 에 는 정 면  도로측에 변하여 전 통적 인 마찌 야(뼈家) 외 관을 유지 한 공 

공시 설 을  신 축하여 휴식 시 설 과  화장실과 시 민 이 야간에 도 사용할 수 있는 회 의 실  

을 설 치 하였 다. 이 건 물은 마찌 나미 (메拉)의 거 점 으로서 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 다. 

스기 야마가 주 택 은  내 부를 공개 하여 각종 문화행 사 및 마찌 나미 (메拉) 보존 행 사  

를 개 최 하고 있다. 주 택 을  개 방한 초기 에 는  행 정 이  각종 모임 의 기 획 운영 을  주도 

하는 경 우가 많았으나 최 근에 는  시 민 이 주도하는 경 우가 더 욱  많아지 고 있고， 문 

화단체 가 독자적 인 행 사를 개 최 하기 도  하며 ， 꽃전 시 회 와  다도회 장으로도 이 용되 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시 회 를  위 한  대 관사업 도 시 민들의 요청 에  따라 이 루어 지 고  있 

다. 각종 프로그 램 은  시 민 들이 참여 하는 문화활동 중심 으로 이 루어 지 고  있다. 

개 관  시 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4월 1 일 � 10월 31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11월 1 일 �3월 31일)  

휴관일 

입 관료 

월 요 일 ，  12월 28 일 � 1 월  6 일  

어 른(16세 이 상) 400 엔， 어 린 이 (6세 �16세 미 만) 200 엔 

단체 (20명 이 상)는 2% 할인 

구 스 기얘 ] 까  주택(우측마 마찌나미 센터홉탁) 거실부분 

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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