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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benefits of our Hanok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the business system, and you can talk Hanok activation of hanok support 

systems and business reality through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business, long-term support of 

Hanok has the above purpose of the study to develop.

(2)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of the study is related to the literature review and existing institutional support 

project hanok, and political tre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survey.

(3) RESEARCH FINDINGS

"Building Code" was defined in the definition of hanok, Hanok support line of business and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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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chemes, ordinance regarding comparative analysis and operational support projects through 

the activation of Hanok.

2. RESULTS

It is important to securing funding and hanok-related single law enacted in central government 

support for the project hanok. And implement a viable policy, institutional way,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nsider the circumstances support a comprehensive local government agencies. 

3. KEY WORDS

∙hanok, hanok support project, supported ordinance hanok, hanok village, hanok policy 

국문 록

우리의 한옥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속하게 멸실되어 왔다. 70～80년  이후 경제개발  산업고도화 

추진에 의하여 양 성장 주로 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특히 한옥의 경우 보존 상태와 계없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 등으로 간주되어 개발의 상이었다. 최근 들어 주택의 양  문제가 해소되고, 

보다 정서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주거문화에 한 심으로 한옥이 새로운 안으로 나타났다. 앙정부  각 지자체에

서 통한옥에 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한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옥지원 사업이 련 법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실한 사업 리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문제 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옥지원 사업을 

효율 이며 체계 인 추진을 해서는 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한옥 련 단일법 제정  재원확보,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 , 제도  방안을 구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한옥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한옥지원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한옥, 한옥지원 사업, 한옥지원 조례, 한옥마을, 한옥정책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한옥은 우리 조상의 시 , 정신  기반이

었던 유교  세계 과 가치 을 담아내면서 다양

한 일상의 삶을 반 하여 왔다. 한 풍수1)의 배

산임수를 바탕으로 주변의 자연 , 문화 , 특수

 배경과 함께 사계  속에 조화롭게 담아져 계

승되어져 왔다. 이러한 한옥은 우리 건축문화의 

주류로 승되어 왔는데, 주변의 국, 일본 등과 

비슷한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구

성에서 난방을 한 온돌과 냉방을 한 마루가 

유기  결합을 갖춘 독특한 구조로  다르게 

발 하여 왔다. 아울러 지붕의 형태에서도 국

은 체로 우진각 지붕으로 장엄함을 추구한다

면, 우리 한옥은 팔작지붕 형태로 지붕선과 처마

선이 부드러운 선으로 처리되어 심미감과 정감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한옥은 산업화  도

시화 과정에서 속하게 멸실되어 왔다. 70～80

년  이후 경제개발  산업고도화 추진에 의하

1) 병 , “풍수지리설의 과학성”,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986, 제7집, p.37.에서 풍수란 藏風得水( 는 藏水 避水)를 인 말로 

곧 바람을 감추고 물을 피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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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 성장 주로 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 으로 도시기능

의 화와 불량한 주거수 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다.2) 이 듯 당시에는 단  아 트 주

의 주택공 에 의한 신도시 건설과 규모의 택

지개발로 한옥의 보존  가치란 무의미했고 단지 

투자와 편리성을 추구한 화가 심 사고

다. 특히 한옥의 경우 보존 상태와 계없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 

등으로 간주되어 개발의 상이었다. 아 트 등 

서구  양식이 주는 생활의 편리성으로 우리의 

옛 주거에 한 문화는 구식으로 생각한 것이다.

한편, 2010년 기  우리나의 주택보 율은 

112%에 달하고 있다.3) 이는 아 트를 심으

로 지속 인 주택공 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양

측면에서의 주택공 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4) 최근 들어 이러한 주택의 양  문제

가 해소되고, 보다 정서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주거문화에 한 심으로 한옥이 새로운 안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앙정부  지자체, 민간시장에

서 통한옥에 한 인식과 화의 노력 그리

고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사업의 활성화  보 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앙부처

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 부 등과 38개 지자

체가 통문화 보존  한옥 생활화 취지에 따라 

한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옥지원 사업이 련 법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실한 사업 리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문제 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앙정부  각 지자체의 

한옥지원 사업에 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한

옥의 장 을 지향하며 실 으로 한옥지원 사업

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체계  제도를 모색하

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한옥지원 사업의 ․장기 

발 을 하는데 연구의 목 을 가진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한옥과 련된 제

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앙정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의 한옥지원 사업 사례와 조례를 심으

로 한다. 그리고 시간  범 는 한옥과 련된 

황은 조선시  후기인 1900년 부터 2012년 말

까지를 상으로 하며, 한옥지원 사업 련 조례

에 한 범 는 한옥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2000년  반부터 2013년 말까지를 

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상  범 는 한옥지원 사업과 

련된 앙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한옥마을, 

개별한옥 등을 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한

옥지원 사업과 련된 기존문헌 검토와 앙정부 

 각 지자체의 제도 ,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

고, 한옥지원 사업의 활성화에 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보며 련된 제도와 정책을 심으로 

련사업의 특성을 통해 한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하여 으로 조사, 분석하도록 

한다.

Ⅱ. 한옥지원 사업의 개념  이

론  고찰

1. 한옥지원 사업의 개념  형태

앙정부의 한옥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 인 사업이다. 한옥의 보 과 확 를 통하

여 한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옥을 에 

맞게 되살리고 재창조하기 하여, 정책 ․제도

으로 한옥과 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옥지원 사업을 통해 한옥의 멸실을 최소화하고, 

이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기술개발 

등 한옥육성정책과 연계될 경우 한옥산업의 활성

화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각 

2) 이종구․김재태, “경기도의 주택정비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2집, p.7.

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2011. 5월 재

4) 윤순옥․이성근, “아 트 소비선택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2. 제49집.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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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2000년부터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으로 한옥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는 앙정부보다 각 지자체의 한옥지

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옥지원 사업과 련하여서는 먼  한옥

에 한 개념정의와 특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한옥은 우리나라의 통  민가

를 의미하는 고유한 주택이다. 한옥의 행정규제

에 한 주택건축법  통은 1431년(세종 13

년)에 의해서 家 建築을 표하 던 집 으

로 하여  고제를 상고  하 다.5) 한옥의 용어

는 융희 2년의 ｢家 에 關한 照覆文書｣ 에서 처

음 사용되었으며, 사 에 등록되어, 1975년 이

후에 많이 사용되었다.6) 한옥의 단어는 1975

년 ‘삼성 새우리말 큰사 ’에 처음 등장하 고, 

國語大辭典( 성출 사 1991), 우리말 큰사

(1993) 등에 양옥에 비되는 개념으로 ‘조선

집’ 는 ‘한식집’ 등으로 설명되었다.7) 건축도

시공간연구소에서는 한자어 한(韓)과 옥(屋)을 

합하여 만든 말로서 한국의 집 는 한민족의 

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

로 지은 집을 양식건물에 상 하여 부르는 말로 

등장하 다.8) 이는 1800년  후반부터 1900

년  반까지 르네상스풍의 건축이 도입되면

서 일본식 건축인 화식(和式)과 서양식 건축인 

양식(洋式)의 상  의미로 등장한 근 화된 

개념으로 단된다.9)

한옥은 시 인 조건과 지역 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고, 한옥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10) 

과거의 문화  형태와 재의 학술  경험을 토

로 한옥의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한옥의 정체

성이 어 나지 않는 범  내에서 한옥에 한 의

미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옥과 련된 정의

는 학계와 제도권 등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

으며, 법령과 조례 등의 제도  범 에서 정의하

고 있다.11)

한편, 2010년 2월에 일부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한옥에 한 정의가 이루어졌는

데 한옥의 정의는 ‘기둥과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통양식이 

반 된 건축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12)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옥지원 사업에 있어서 

용 상의 범 에 한 일정한 방향의 틀을 제공

하고 있다.

1) 한옥의 분류

한옥을 지붕 형태별<그림 1>로 구분하면 크

게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팔작지붕은 처마의 세련미와 곡선

의 부드러움이 있고 우리나라 궁궐이나 한옥 등

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우진각지붕은 투박해 보

이나 웅장하고 국의 자 성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맞배지붕은 가장 단순해 보이면서도 간결

해 보이는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다.

자료:  세계미술용어사 , 월간미술, 2007, p.98.

<그림 1> 지붕형태별 분류

5) 추 수, “주택건축의 행정규제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984. 제5집, p.28.

6) 김근 , “  도시에서 한옥의 의미: 서울 북 의 사례연구”, 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3. pp.20∼21.

7) 송인호 외,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 건축문화 , 2008. pp.20∼21.

8) 희․이강민,, “한옥의 정의와 범 ”, 한옥정책 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제2호, p.3.

9) 남형우․추용욱, “ 통한옥 타운하우스의 특성  강원도 용 가능성 모색”, 강원논총, 강원발 연구원, 2011, 제2권 제1호, p.98.

10) 송인호 외, 국토교통부, “한옥건축 진흥을 한 제도 기반 구축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 건축문화 , 2008. p.9.

11) 추용욱. “강원도 한옥 랜 수립을 한 기 연구”, 연구보고, 강원발 연구원, 2012. 12-20, p.10.

1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



김 용 희․서 충 원  277

구분

한옥마을(1) 개별한옥(2) 한옥 체(1+2)

한옥

마을

(개소)

한옥

(채)

평균

한옥

(채)

지역
한옥

(채)
지역

한옥

(채)

국 153 8,090 53 국 81,245 국 89,335

남
55 1,862 34

남
18,901

남
20,763

36.0% 23.0% - 23.3% 23.2%

울산
38 1,234 32

경북
13,857

경북
14,992

24.8% 15.3% - 17.1% 16.8%

경북
25 1,135 45

서울
12,538

서울
14,896

16.3% 14.0% - 15.4% 16.7%

소계
118 4,231 36

북
11,858

북
12,337

77.1% 52.3% - 14.6% 13.8%

기타

지역

35 3,859 110
소계

57,154
소계

62,988

22.9% 47.7% - 70.3% 70.5%

합계
153 8,090 53 기타

지역

24,091 기타

지역

26,347

100% 100% 29.7% 29.5%

자료: 이창호, “한옥의 보  방안과 향후과제”, 정책보고서, 국회입

법조사처, 2012. Vol. 11, p.9. 필자 재구성

<표 1> 지역별 한옥분포 황
2011년 12월말 기

한옥을  시각에서 분류해보면 크게 

‘문화재 한옥’, ‘ 통 한옥’, ‘  한옥’, ‘한옥풍 

건축’, ‘한류 건축’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재 한옥은 건축된 지 50년 이상으로 

그 유일성과 완 성으로 인하여 학술  가치를 

인정받은 것들을 말한다. 둘째, 통 한옥은 문

화재 한옥의 특성을 최 한 살린 것을 말한다. 

즉, 지붕․기둥․보․서까래 등 주요 구조  

외부 마감 재료나 마당․화단․기단 등 외부 공

간 구성 등은 최 한 통 기법을 따르며, 부

엌․욕실 등을 화하고 냉난방․단열설비를 

용하는 등 내부 공간에 부분 으로  기

법을 용하고 있다. 셋째,  한옥13)은 주요

구조  외부 마감 재료 등은 통 기법을 따랐

으나, 외부 공간 구성이 도심에 합하도록 소

형화되고 부분의 내부 공간에  기법을 

용하고 있다. 넷째, 한옥풍 건축은  건축

의 일부 실내 공간에 설치한 한실의 경우와 외

만을 한옥 형태로 지은 철근 콘크리트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섯째, 한류 건축은 기와지

붕을 올리지도 않고 목구조를 사용한 것도 아니

나, 내․외부 공간 구성 등에서 한옥을 연상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4) 그러나 이러한 분류

는 학자들 간에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 한옥’이 한옥지원 사업 

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시공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될 가능성이 많은 형

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별장의 입지조건으로 산간, 해안  

호수 등 어느 곳이라도 좋으나 공기가 맑고 경치

가 좋은 지역이어야 한다. 건물 형태는 일정한 형

식이 없으며 일반 으로 독립가옥처럼 짓기는 하

나 체 으로 단층  이층으로 한다.15) 이는 

별장의 입지조건과 한옥의 입지조건이 비슷한 면

이 있겠다고 하겠다.

2) 한옥의 분포 황

2007년 4월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 사

태는 로벌 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래하

고, 그 향은 세계 으로 되었다.16) 이

로 인해 발된 로벌 융 기로 국토교통부

에 의하면 국내 건설시장 건축공종 수주액은 

2011년도 말 비 주거용은 -13.33%, 비주거

용은 -2.88%로 체 8.80%가 감소하 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에 한옥은 2008년도 5만 

5000채에서 2011년 말 8만 9000채로 3년 만

에 62%이상 증가하 다. 이는 앙정부와 지자

체의 정책  지원과 제도  받침, 그리고 민간시

장에서 한옥사업에 한 지 한 심과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2011년 말 국토교통부 통계<표 1 참조>에 

13) 김이환, 통한옥의 신비한 여행, 성균 출 부, 2011. p.118.에서  한옥을 한옥의 좋은 과 식 건축의 장 만을 합한 건축

물로서 ‘실용한옥’이란 용어로 사용하 다.

14) 희․이강민, 게논문, 2011. 제2호, p.7.

15) 이창석, “별장지 리에 한 소고”,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981, 제3집, p.117.

16) 이응문․정재호, “미국 서 라임 모기지 사태의 국내 주택시장 향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2. 제49집.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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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국의 한옥은 8만 9,335채로 추정된다. 

한 한옥 10채 이상이 집된 지역을 ‘한옥마을’

로 보았을 때, 국의 한옥마을은 153개소가 분

포되어있다. 남이 55개소 1,862채(23.0%), 

울산이 38개소 1,234채(15.3%), 경북이 25개

소 1,135채(14.0%)로 나타났다. 이는 남, 울

산, 경북에 한옥마을 77.1%가 집 해 있으며, 

한옥 수로는 52.3%가 집 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옥지원 사업의 형태

앙정부 차원에서 한옥지원 사업은 2007

년 2월에 발표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으로부

터 출발하 다. 한옥과 련한 법 개정을 통하여 

한옥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정비가 일부 이루

어졌고, 일부 학에서 한옥 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의 개설이 이루어졌으며, 공공시설 등에 일

부 한옥건축을 바탕으로 한 시공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일부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

옥의 정의 등을 신설하 으나 실질 인 한옥 련 

상 법이 근거가 미약하므로 제도 인 면에서 한

옥지원 사업의 체계 인 활성화가 부족한 편이

다. 이는 앙정부가 지자체의 한옥지원 사업에 

극 인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앙정부 차원의 한옥사업 지원이 지자

체 한옥사업 지원에 미약하고, 지자체의 한옥사

업을 견인차하는 역할도 부족하다. 지자체의 한

옥지원 사업은 그래도 앙정부에 비하면 조  

활성화된 편이다. 다수의 지자체가 한옥지원 

조례를 통하여 한옥 개․보수  신축비용과 조

세를 감면해 주거나, 환경개선정비사업 지원, 기

의 설치  운 , 한옥의 매수권 부여 등 앙정

부에 비해서는 다양한 한옥사업 지원 제도가 진

행되고 있다.

2. 한옥지원 사업의 이론  고찰

심경미,최은숙(2011)은 지 까지의 앙

정부의 한옥 련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 

틀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한옥건축의 보   

진흥을 한 제도  기반의 구축, 둘째, 한옥건

축의 보   진흥을 한 기술의 개발과 보 , 

셋째, 한옥  한옥 주거지의 리  조성을 

통한 확산이 그것이다.17) 이창호(2012)는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옥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한옥 멸실 감소와 한옥 

수선에 따른 한옥 상태의 향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한옥의 경제  가치가 상승하

으며, 주민들의 한옥매각 의사도 감소하고 있

다.18) 김연옥(2007)은 한옥은 거주자와 함께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므로 정부가 행정, 재

정 으로 단순히 정책 으로만 보존지원 정책

을 할 것이 아니라, 최종 으로 거주자의 만족

도를 높이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19) 

심경미,최은숙(2011)은 한옥활성화를 한 지

원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행 련 법 개정방안

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방안 제시를 기본방향으

로 한다. 기본 으로 행 련 법 규정을 바탕

으로 개정 는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20) 추용욱(2012)

은 한옥의 멸실 방지 등 앞으로도 지속 인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한옥보존  보 에 

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특

성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체계 인 한옥진흥 

 활성화를 한 지원과 리수단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21) 성연동(2013)은 정부의 정책

이 맞춤형 주택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주택정책은 량생산 량공 정책이었

다. 이제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주택공 정

17) 심경미․최은숙, “한옥활성화를 한 지원방안  법제도 개선 연구”, 한옥정책 Brief,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No.11, p.2.

18) 이창호, “한옥의 보  방안과 향후과제”,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2. Vol. 11, p.50.

19) 김연옥, “한옥보 지원정책에 한 만족도 연구:한옥마을 거주자를 심으로”, 국민 학교 행정 학원 석사학 논문, 2007. p.46.

20) 심경미․ 최은숙, 상게논문, 2011. No.11, p.176.

21) 추용욱, 게논문, 2012. 12-20, p.58.



김 용 희․서 충 원  279

책으로 환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주택수요의 

특징, 소득계층별 수요의 특징, 주택디자인의 

다양성의 욕구 등을 분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

태의 주택공 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책 인 

지원을 고민을 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22)

Ⅲ. 한옥지원 사업 련 추진 황

1. 앙정부 지원 사업 

1)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앙정부는 한옥 련 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한(韓) 랜드화 지원 략을 시

작하 다. 한 2007년 2월에 발표한 ‘한(韓)스

타일 육성 종합계획’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 는

데, 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

를 정책목표로 제시하 다. 이는 통문화의 핵

심이면서도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책 지원이 필

요한 분야를 체계 으로 육성, 발 하고자 함이

다. 한(韓)스타일 한옥분야 추진 5 과제는 통

한옥 건축의 보 ․ 리  활용, 한옥건축 활성

화를 한 법․제도의 정비, 한옥건축 문인력

의 양성  리,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  확

, 한옥의 자원화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이다.

2) 국격 향상을 한 신(新)한옥  랜

2010년 5월에 국가건축정책 원회 등 6개 

계부처23)는 ‘국격 향상을 한 신(新)한옥

랜’으로서 한옥의 보   확산, 기술개발  산업

화, 한옥의 보   리, 한옥의 극  활용에 

한 4개 실천 방안을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표 2 참고>

구    분 내         용

한옥의 보   

확산

∙한옥마을 시범단지 공모

∙한옥마을 단지로 택지공 이 가능하도록 택지

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기술개발  

산업화

∙한옥기술개발 추진

∙국가한옥센터 추진  한옥포털 구축

∙설계․시공 문인력 양성

한옥의 보   

리

∙법․제도 정비  개․보수 지원

∙한옥등록제  등록한옥 철거제 도입

한옥의 극  

활용

∙지자체 한옥사업 지원

∙공공시설의 한옥도입

자료: 이창호, “한옥의 보  방안과 향후과제”, 정책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 2012. Vol. 11, p.31, 필자 재구성

<표 2> 신(新)한옥 랜의 4개 실천방안 내용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 부가 추

진하는 한옥 련 사업이다. 경주의 교 한옥마

을 조성사업, 한옥보존지구 정비사업과 주의 

한옥마을 경 조성사업 3곳에서 추진 에 있다.

4)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문화체육 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택ㆍ종

택 명품화 사업’은 한옥체험시설로 운 하고 있

는 고택ㆍ종택 등 문화재를 한국 통문화 체험

시설로 활용하기 한 것이다. 경북지역의 고택․

종택의 10개소를 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국으로 확 하여 지원하

고 있다.

2. 주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최근 세계 각국 정부들은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한 방편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극 추진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있다.24) 한옥지원 사업을 하는 지방자

치단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주시 그리고 라남도의 한옥지원 사업 사례를 

22) 성연동, “한국의 인구구조변화와 주택정책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p.236.

23) 국토교통부, 문화체육 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국가건축정책 원회 계부처이다.

24) 김진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합리화 방안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5집.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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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았다.

1) 서울특별시 북  한옥마을

서울시 북  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종묘 사이에 치한 한옥 집지역으로, 

삼청동, 안국동, 가회동과 송 동이 있다. 도시

한옥은 1930년 의 북  한옥주거지 개발을 

심으로 시작되었다.25), 1977년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시작, 1983년 북  역을 ‘제4종 미 지

구’로 지정하면서 본격 인 한옥 보 이 이루어

지기 시작하 다. 2001년 서울시는 ‘북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2008년 12월 ‘서울한

옥선언’을 통해 4 문 안 한옥 집지역에 한 

극 인 지원방안을 수립하 다. 이러한 한옥의 

지원과 리에 한 배경에는 공공이 직 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2002년 “서울특별시 한옥 보   지원에 한 

조례”의 향이 크다고 하겠다. 

2) 라북도 주시 한옥마을

주 한옥마을은 조선말인 1910년부터 자

연 으로 형성된 마을이며, 1970년 행정명령으

로 신축건물에 한옥만을 허가함으로써 보 의 단

가 되었다. 주시는 1977년 주 한옥마을의 

체계 인 리와 보 을 해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한 후 1987년 ‘제4종 미 지구’로 변경 지정

하 다. 주시는 1999년 ‘ 통문화특구 기본사

업계획’을 수립하여 한옥 보 정책을 재추진하

고. 이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주 한옥마을

을 ‘ 통문화특구’로 지정하여 ‘ 주시 한옥보  

지원 조례’를 2002년에 제정하 다. 2003년에

는 ‘ 통문화구역 지구단 계획’을 결정ㆍ고시하

여 재의 주 한옥마을을 조성하게 되었다.

3) 라남도 행복마을

라남도는 행복마을을 만들어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증 ’에 

역 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005년 12월에 낙

후되고 경 으로 불량한 한옥을 개량화하여 

한국 인 농․어 의 정주환경을 가꾸는 의미

에서 한옥신축을 장려하고 지원 을 지 하는 

등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 고 2006년 1월 ‘한

옥 발 기 ’을 설치하 다. 라남도의 행복마

을은 ‘기존마을 정비형’26), ‘신규단지 조성형’27)

으로 구분된다. 2012년 2월 기 으로 100개 

마을이 지정되었고, 2014년까지 행복마을 200

개소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복마을 

지정은 공모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

옥 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ㆍ하반기 년 2회 추

진하고 있다.28)

3. 제도  법령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황

1) 한옥지원 사업과 련한 제도  

법령

한옥과 련하여 직 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제로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축정책기

본계획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

3조의2( 수선의 범 ), 제6조( 용의 완화),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한 특례), 제

119조(면  등의 산정방법)’ ‘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종류)’, ‘국토의 계획  이용

에 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종지구단 계

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용) 등이 있

으며, 한옥을 간 으로 표시하는 하는 법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재정비 진을 

한 특별법’ 등이 있는데 이를 개략 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25) 윤재신, "한옥의 진화", auri M spring, 한옥센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vol 03, p.79.

26) 기존의 마을 내에 한옥을 12채 이상 신축하는 마을을 칭한다.

27) 원마을 사업지구  20세  이상 세 가 한옥으로 신축하는 마을을 말한다.

28) 이창호, 게논문, 2012. 12-20, pp.47∼48.



김 용 희․서 충 원  281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보존과 건축 진을 

하여 2010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한옥에 한 그 정의는 ‘기둥

과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

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통양식이 반 된 건축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1조와 마찬가지로 한옥 련 헌법1조라 하

겠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근 식 철

근콘크리트조ㆍ조 조ㆍ철골조 주의 기 으

로 제정되어있던 부분을 통 목조구조인 한옥

을 보존, 건축하는데 보완하여 불편이 없도록 개

선하려는 것이다.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7조제

1항에서는 한옥에 해서 직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미 지구’ ‘보존지구’ 제도

에 한 련 규정이 있다. 미 지구는 동법 시행

령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문화재와 문화 으

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 을 유지ㆍ

리하기 한 ‘역사문화미 지구’가 한옥과 련된

다고 할 수 있겠다. ‘보존지구’는 동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재ㆍ 통사찰 등 역사

ㆍ문화 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

호와 보존을 한 ‘문화자원보존지구’가 한옥과 

련된다고 보겠다. 

(3) 진흥법

2009년 10월 문화체육 부는 한옥 숙박 

체험을 활성화시키기 하여 “ 진흥법 시행

령” 제2조제6호에 ‘한옥체험업’의 정의를 추가하

다. 이는 한옥에도 숙박 체험에 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객들이 한옥을 체험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29)

(4)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

는 공 후 20년 이상의 범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등을 노후․불량건물의 범

로 규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부분 지은 지 30년∼50년이 된 한옥은 

사업구역으로 지정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

되어 멸실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비 진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한옥에 한 존치지구 지정, 재

정비 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을 통

해 한옥마을을 정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30)

2) 한옥지원 사업 조례 황

2002년 주시의 “ 주시 한옥보  지원조

례”를 시작으로 련 조례에서 한옥이 정의되기 

시작하 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 련 

조례가 수립되면서 한옥의 정의가 이루어졌고, 

2010년 2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한옥에 한 정의가 비로소 정립되어졌다. 그러

나 한옥과 련한 명확한 상 법이 없는 계로 

각 지자체는 한옥 련 조례를 제정하기 해서 

상당한 고민과 법 인 연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9년 실시한 부여군은 건축법에 

명기된 한옥 련사항을 도출하여 건축조례 속에 

실시함으로서 법 인 이해 계를 정확하게 하

다. 왜냐하면 상 법에 명확하게 근거한 법령의 

미비로 건축법을 상 법으로 모태로 삼고 조례 

속에 한옥 련 사항을 추가, 개정하여 법 인 논

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은 부여군 

건축조례를 비롯하여 경주시 건축조례, 주시 

건축조례가 별도의 한옥 련 조례없이 건축조례 

속에 한옥 련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3>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한옥지원 사업

이 활성화한 서울특별시, 주시, 라남도에 한

옥지원 조례에 한 체계를 비교분석하 다.

29) 이창호, 게논문, p.13.

30) 심경미․최은숙, 게논문, 2011. 한옥-기본-2011-2, p.30.



282  한옥지원 사업에 한 연구

구분

서울특별시 주시 라남도

한옥보   

진흥에 한 

조례

(2002년 제정)

한옥보 지원 

조례

(2002년 제정)

한옥지원 조례

(2005년 제정)

용

상

한옥 집지역 안에 

치한 한옥(단독주택, 근

린생활시설, 문화  집

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주한옥마을에 보

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는 수목 등

1.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치한 한옥이

나 기타지역에 건축

하는 한옥

2.도지사가 한옥 자

원화 사업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역

에서 건축하는 한옥

한옥

원회 설치

한옥 원회

(7명 이상 30명 이내)

원회

(20명 이내)

한옥 원회

(8인 이상 15인 이하)

한옥

등록제
등록 장 한옥등록 장 등록 장

환수
환수

(행정 차법)

환수

(행정 차법)

환수

(행정 차법)

한옥의 매수 매수 매수(강행규정) 매수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보

조

1.한옥의 면수선:

(외 공사)공사비

용의 2/3범  안에

서 최  6천만 원

2.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외 공사) 

공사비용의 2/3범

 안에서 최  8천

만 원

1.보 상물: 재축, 

수선,수선 시 공사

비의 3/4범 에서 

최고 5천만 원

2. 통도시한옥 : 신

축, 증축,개축 시 공

사비의 2/3범 에

서 최고 5천만 원

3. 통도시한옥 : 수

선, 수선 시 공사비

의 2/3범 에서 최

고 2천만 원

4.수선 2천 경 조성

물 담장 등 8백만 원, 

간  2백만 원

1.신축, 개축 시:총 공

사비 1/2범 에서 최

 2천만 원

2.한옥보존시범마을:

보조 +융자  복

지원, 그 외(융자 )

융

자

1.한옥의 면수선:

(내부공사)공사비

용의 범  안에서 최

 4천만 원

2.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내부공사)공

사비용의 범  안에

서 최  2천만 원(3

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3천만 원(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

1.신축:4천만 원 

2. 수선:총 공사비의 

1/2범 에서 최  2

천만 원 

3.외 : 1천만 원(연

2%, 3년 거치 7년 

상환)

매

행
- - 매제한

제약

조건

지원  받은 날부터 부

분수선 5년 그 외 20년

경과 후 지원

주거용 한옥에 한함, 한

옥의 보존기간 설정

거주자 한옥민박 의무, 

85m²이상, 도내 1년 이

상, 5년경과 후 가능

기

타

기

설치
- - 설치운

세제

감면
감면 있음 감면 있음 감면 있음

시행

규칙
규칙 있음 규칙 있음 규칙 있음

자료:필자작성

<표 3> 지자체의 한옥지원 조례 체계 비교
2013년 10월말 재

3)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옥지원 사업 

조례별 특성

최 의 한옥 련 조례는 1999년 부여군

에서 건축조례 속에 한옥 련 조항을 신설하

고 2001년에 경주시, 이후 2002년 서울특

별시와 주시에서 건축조례가 아닌 한옥조례

를 제정하여 시행하 다. 재까지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건축조례로 운 하는 

지자체는 부여군을 비롯하여 경주시와 주시

이며 그 외 지자체는 별도의 한옥조례를 제정

하여 운용하고 있다. 건축조례 속에 부수 으

로 신설하여 시행하는 지자체는 한옥사업도 

건축조례 속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단

하 고, 상  법령의 건축법이 그 원인이다 하

겠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옥 집지역 안에 

치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

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한옥까지 지원 상을 

삼고 정책 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도 서울의 

특성을 포함한 문화  수요 창출에 따른 보존

에서 활용으로, 이러한 포  지원은 타 지자

체의 모범이 된다고 하겠다. 서울특별시, 주

시, 라남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녕군 조례

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옥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분 임의규정인데 비

하여, 주시에서는 매수청구권을 두어 통

한옥지구에 한하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

하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한옥의 보  

는 활성화를 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여 진

다. 경상남도  라남도 조례에서 ‘한옥발

기 ’에 한 조례를 두고 운용되고 있으며 이

는 융자 을 지원하기 한 발 기  설치로 

재원은 출연 , 기 운  수익  등으로 운

된다. 수원시, 경주시, 서울시, 주시 조례에

서 한옥을 소유한 자에게 법령에 따라 지방세 

등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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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옥지원 사업 활성화를 한 

개선방안

1. 한옥지원 사업의 법  한계

한옥지원 사업과 련된 법  근거가 미비하

여 체계 인 사업 수행과 사업에 한 지속성 유지

가 한계에 있다. 부분의 한옥지원 사업이 상 법

의 임없이 자체 조례 등에 의해 운 됨에 따라 

산 확보가 어렵고, 각 지자체별로 용 상  

지원 상, 지원  등에 한 편차가 크고 다르다. 

각 지자체의 조례 자체가 각각 상이하고 내용도 

부실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 별로 한옥사업의 

체계  운 이 해되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

서는 한옥 련 사업이 독립된 조례가 아닌 건축조

례에 의해 리,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옥지원 사업을 효율 이며 체계

인 추진을 해서는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

여야 한다. 한옥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 다고 치더라도, 한옥의 인

정범  등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여 산확보 등 

한옥지원 사업의 안정  추진을 한 기반을 마

련하여야 한다. 한옥지원 사업에 한 근거 법령

을 단일법으로 제정하고 한옥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한옥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앙정부 차원에서 

한옥지원 사업 련 표  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하고, 각 지자체는 조례 표 안을 

토 로 지역별 특성과 실정을 가미하여 독립된 

별도의 자체 조례를 마련하도록 한다. 

2. 한옥사업의 효율  지원체계

한옥사업에 한 보조   융자 의 지원기

과 조건 등이 지자체별로 서로 상이하고 방만하

게 운 , 리되어 산의 효율성을 하시키고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가 되고 있다. 부분의 지

자체에서 소유권 매제한이나 시설변경에 한 

제한 기 이 없이 리되어 운 상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융자 의 경우 리나 무이자, 유리한 

상환 조건 등 과도한 특혜성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옥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 으로 할 

수 있도록 상자 선정 기  등을 포함한 구체

인 리 방안  세부지침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

원 사업에 한 일정기간 공고를 의무화하고, 

상 한옥의 시설상태나 보존  측면 등에서 문

가의 사 심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혜성 지원 

사업이라는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해 보조

  융자 에 한 지원 기 을 정비하고 한옥

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소유권 매나 용

도변경 등 제한조건을 설정하고 융자 에 한 

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옥 원회의 

원 상으로 로비 개입 방지에 한 방지책을 마

련해야 한다. 그리고 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야 하며, 원들의 한옥지원 사업과 련 알선청

탁이나 이권개입에 한 지, 원회의 심의 기

구화, 회의 시 마다 회의록 작성  비치, 회의 

내용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토록 한다.

3. 한옥지원사업의 사후 리 강화

지자체에서 한옥지원 사업에 한 검을 

장방문 차없이 서면확인으로 체할 수 있다. 

이 같은 허술한 리와 감독은 부실시공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사업내용 변경이나 공사 단 등 

한옥의 형태가 변경되어 부실화할 수 있다. 앙정

부  지자체가 한옥지원 사업을 수행 후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해당 사업에 평가가 부진하다. 성과분

석  효과성 등에 한 체계  평가가 없는 것은 

장기 으로 부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옥지원 사업에 한 지도 검 등 

사후 리를 강화하고 보조 의 부정확한 사용이

나 임의로 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행 가 없도록 

리, 감독을 강화하여야한다. 해당지원 사업이 

문제가 발생 시에는 행정 차법에 따라 지원 의 

변경, 환수, 추가 지원 의 단 등의 조치를 취

해야 한다. 한옥지원 사업의 성과  효과성 측정

을 한 구체 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행한

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

표를 개발하여, 한옥지원 사업의 타당성에 한 

분석을 확충하고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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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옥보  확 를 한 시스템 구축

21세기는 보다 인간 이고 문화 이며 통

과 정서가 깃들어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이 오늘의 건설과 개발을 담당한 우리의 소임이

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국토이용의 양극화와 도시문제에 한 반성

으로 지방에 한 인식이 재검토되기 시작하

다. 앙집 보다는 다양한 지방분산,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지방화시 가 개되면서 ‘

통문화의 보 ’이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31) 

따라서 한옥과 련된 각종 인 , 물  인 라 부

족과 체계  지원시스템 미비로 한옥지원 사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주고 있다. 이는 고가인 한옥 자

재비와 기술자의 고임  등이 건축비와 유지보수 

비용 등에 경제  부담으로 이어져 한옥사업의 

활성화에 해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한옥 련 기술 인력  한옥 문 시

공업체에 한 황을 국가차원에서 악하여 종

합 으로 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경제 으로 렴하게 단 로 공 할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에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면 한옥사업이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한옥 문인력의 체계  양

성  한옥기술 보 과 확 를 한 다양한 행․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한옥건축 문인력

을 양성할 직업학교  다수의 학에 통한옥

학과를 개설토록 지원한다.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시사

우리의 한옥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속하게 멸실되어 왔다. 70～80년  이후 경제

개발  산업고도화 추진에 의하여 양 성장 

주로 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단

 아 트 주의 주택공 에 의한 신도시 건설

과 규모의 택지개발로 한옥의 보존  가치란 

무의미했고 단지 투자와 편리성을 추구한 화

가 심 사고 다. 최근 들어 주택의 양  문제가 

해소되고 보다 정서  안정감을 주는 주거에 

한 심을 가지면서 한옥이 새로운 삶의 터 으

로 새롭게 안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에 앙정부는 한옥 련 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한(韓) 랜드화 지원 략을 시

작하 다. 한 2007년 2월에 발표한 "한(韓)스

타일 육성 종합계획“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 는

데, 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

를 정책목표로 제시하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한옥지원 사업을 한 한옥지원 조례를 

신설하거나 제정하 는데, 2002년 주시의 ‘한

옥보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련 조례에서 한

옥이 정의되기 시작하 다. 2010년 2월에 건축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한옥에 한 정의가 

비로소 정립되어 한옥지원 사업의 형태  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옥지원 사업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주시 그리고 라남도이고 2000년에 들어와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한

옥과 련된 정책과 사업이 다수 시행되었다.

그러나 재의 한옥지원 사업은 다수의 문제

이 노출되고 있다. 한옥지원사업과 련된 법

 근거 미비로 인하여 사업에 한 지속성  

체계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다. 한 각 지자체

의 지원조례 자체가 부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도 지자체 별로 각각 상이하여 한옥사업의 

체계  운 을 해하는 실정이다. 한옥사업에 

한 보조   융자 의 지원기 과 조건 등이 

지자체별로 서로 상이하고 방만하게 운 , 리

되어 산의 효율성을 하시키고 지역 간에 형

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옥지원 사업 

련하여 심의, 심사, 자문을 해 설치된 한옥심의

원회가 형식 , 요식  운 으로 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리, 운 되고도 있다.

31) 강길부, “지명의 특성과 보존의 윤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986, 제7집,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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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자체에서 한옥지원 사업에 한 

검을 장방문 확인 차 없이 서면확인으로 체

할 수 있어, 허술한 리와 감독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사 단,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한옥의 형태가 변경될 소지가 주어지고 있다. 

앙정부  지자체가 한옥지원 사업을 수행 후 사

업에 한 성과  효과성 등에 한 체계  평가

가 무하며, 한옥과 련된 각종 인 , 물  인

라 부족  체계  지원시스템 미비로 한옥사

업의 보  활성화에 한계를 주고 있다.

따라서 한옥지원 사업을 효율 이며 체계

인 추진을 해서는 단일법의 근거 법령을 조속

히 제정하여, 산확보 등 한옥지원사업의 안정

 추진을 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앙정부 차원에서 한옥지원 사업 련 표  조

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 형평성 문제

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옥지원 사업

에 한 지도 검 등 사후 리를 강화하고 지원

의 부정확한 사용  임의변경 등의 행태를 근

시켜야한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고

려하여 평가지표를 개발, 한옥지원 사업의 타당

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 한옥 련 

기술인력  문업체에 한 황을 악하여 

국가차원에서 종합 으로 리되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한옥사업의 체계  지원에 한 제

도 황을 비교분석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

지만, 가장 요한 것은 한옥에 한 국민  정서

와 더불어 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한옥 련 단일법 제정  재원확보,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 , 제도  방안을 구상하여 

시행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여건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한옥진흥  활성화를 한 체

계  지원과 리와 역할이 요하다하겠다.

2. 한계   향후 연구방향

한옥지원 사업에 있어서 개별한옥이나 한옥

마을에 한 행․재정  지원을 살펴보았으나 토

지주택공사 등의 공사와 민간 건설업체의 한옥개

발 사례에 한 지원검토가 부족하 다. 민간개

인이 한옥개발을 한다는 자체는 경제 인 면이나 

효율 인 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향후 한옥지

원 사업에 단 로 공 할 수 있는 토지주택공

사나 민간 건설업체에서 한옥공   개발 시에 

제도 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포함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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