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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의한 도시 공간 변화에 대한 연구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승 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이 준 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인구 목표를 2011년에는 250만, 2015년에는 500

만, 2020년에는 1000만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2011

년 중국인 관광객 방문 통계를 보면 전체 220만 명의 중국인 중에서

90%이상이 서울을 찾았으며, 그 범위를 수도권까지 확대해보면 거의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이제 관광 중심 도시

로써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었다.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본디 도시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서 비롯한다. 그러나 ‘관광객’이라는 타자가 전에 없이 높은 밀

도로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서, 일시적인 방문자

가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발달한 모빌리티로 인해 증가하는 중

국인 관광객이라는 타자와 그들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관광시스템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재편성해 가는

지 도시 조직, 프로그램, 개별 건축물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여러 관광 거점이다.

관광객이 관광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는 쇼핑, 먹

거리, 경치, 문화, 예술, 휴양, 놀이 등으로 다양한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각의 행위는 도시 속에서 다양한 도시 공간을 가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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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지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관광 행위가 발생하면서 새로

운 도시 공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관광거점을 맥락적 관광거점

/ 비-맥락적 관광거점으로 나누었다.

두 관광거점은 일련의 시스템, 관광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도시 공

간으로 개별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서사적 모빌리티’로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는 맥락적 관광거점은

관광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위를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비 맥락적

관광거점은 단일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2010년을 전후로 관광 거점이 된 이대상권(맥락적 관광거점), 마포

구/인계동(비 맥락적 관광거점)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도시 공간

요소을 매력물/인프라/프로그램으로 설정했다. 이대 상권, 마포구 일

원, 인계동 모텔밀집지역은 관광거점의 형성 요인과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력물-인프라-프로그램의 관계의 차이를 보인다.

이대 상권은 매력물-인프라를 중심으로, 마포구 일원은 인프라-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인계동 모텔밀집지역은 프로그램이 중심요소로

작용했다. 세 관광 거점은 도시 공간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주체가 있

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개별 시설과 시설 주체들의 공동체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이대 상권의 경우 도시 계획이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가로 공간과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지만, 특

정 상업시설의 증가와 기존 업종의 공간적 변화는 자생적인 힘이 작

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측면이 맥락적/비 맥락적 성격을 부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광거점에 있어서 비 맥락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도시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결정적으

로 작용한 요인이 있는 경우와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인 힘에 의해 만

들어지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전자는 마포구 일원, 후자는 인계동 모

텔밀집지역에 해당한다.

관광행위의 중심이 되는 시설에서 거점이 만들어진 이후의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 맥락적 관광거점은 형성 방식이 결정적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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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이든 중심 시설에서 주변으로 연쇄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주로 프로그램에 있어서 2차 시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마포구나 인계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비 맥락적으로 형성된 도시 공간이 밀도가 꾸

준히 유지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스스로의 맥락을 갖는 것도 가능

해진다.

이러한 변화 속에는 관광객 밀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도시

공간 요소,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모빌리티의 발달, 글로벌화로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내국인이 같은 도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 된다면 도시 계획, 건축 계획에 있어서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

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요구 될 것이다.

주 제 어 : 중국인 관광객, 관광, 관광 도시, 장소성, 서사적 모빌리티, 도시 
공간 변화

keyword : foreign tourist, tourism, tour city,  place-ness, narrative 
mobility,  change of urban space

학    번 : 2011-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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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화와 모빌리티의 발달은 국가의 경계를 약화시켰고, 약화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문화, 정보의 흐름이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서울에서 중국 북경까지 평균 비행기 운항시간은 2시간 안팎으

로 오히려 차로 서울-부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더 적은 소요시간이

걸린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2001년 중단 되었던 김포-북경 운항노선

도 10년만인 2011년에 다시 개통되는 등 1일 운항횟수를 비롯하여 운

항 노선수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표 1-1 2010 ~ 2012년 방한 중국인관광객 현황 1)

2012년 1월~11월

방한 중국인관광

객(명)

2011년 대비 증감

률

(%)

2011년

방한 중국인 관광

객

(명)

2010년 대비 증감

률

(%)

2010년

방한 중국인 관광

객

(명)

2,836,892 27.8 2,220,196 18.4 1,875,157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급

증하였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한류열풍에 힘입어 지난 3년

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0년 180만 명, 2011년 220만 명,

2012년 28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7월에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중국인 관

광객 유치확대 방안> 에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인구 목표를 2011년에

는 250만, 2015년에는 500만, 2020년에는 1000만으로 전망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 중국인 관광객 방문 통계를 보면 전체

220만 명의 중국인 중에서 90%이상이 서울을 찾았으며, 그 범위를 수

도권까지 확대해보면 거의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

도권은 이제 관광 중심 도시로써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었다.

1) 2012년 12월 관광객 입출국 / 관광수입·지출 분석, 한국관광공사 관광R&D센터, 2012



- 2 -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본디 도시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서 비롯한다.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누리는 공간과 시간이 축적

되어 도시 공간을 구축한다. 그러나 한류문화의 확장, 교통수단의 발

달, 가까운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관광객’이라는 타자가 전에 없

이 높은 밀도로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공간을 점유하게 되었다. 즉, 도

시에 오랜 시간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도시민이 아닌, 일시적인

방문자가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발달한 모빌리티로 인해 증가하는 중

국인 관광객이라는 타자와 그들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관광시스템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재편성해 가는

지 도시 조직, 프로그램, 개별 건축물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급격한 밀도 증가에 의한 도시 공간 변화에 대한 분석과 향후 서

울과 수도권의 도시 계획, 건축 계획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은 도시의 역사적 맥락과 관광매력물

(attraction)에 기반을 두고 발달하여 관광의 주 목적지가 되는 서울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신촌역 주변 이대 상권, 마포구 일원, 기존 도

시 공간이 관광 숙박 용도를 수용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텔 밀집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2장에서는 관광과 모빌리티가 현대 도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

찰했다. 글로벌화를 겪으며 확장된 ‘모빌리티’ 개념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모빌리티와 현대 도시 공간의 관계를 정의했다. 현대 도시의

변화와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모빌리티의 중요

성은 점차 확대되었다. 도시의 거주자와 방문자들은 발달한 모빌리티

를 통해 경험을 만들어간다. 따라서 장소의 논리와 의미는 글로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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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대상

(좌) 서울 도심 ~ 신촌이대 ~ 연남동·성산동·합정동 ~ 월드컵 경기장

(우) 수원화성 ~ 인계동

로컬 네트워크의 일부로써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대의 모빌리티의 하나인 ‘현대 관광’과 도시 공간의 관계를 정의하였

다. 이는 ‘도시 관광(urban tourism)’으로 구체화된다. 도시 관광은 매

력성(attractiveness), 관광시설의 질(quality), 네트워크화 된 모빌리티

(networked mobilities) 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인 분석과 더불

어서 시간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

다음 3장은 관광 거점의 도시 공간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의 분석

을 위해 각 대상 지역의 도시 공간이 변화해온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

았다. 각 지역별로 분석의 시점은 차이를 두지만 외국인 관광객 밀도

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된 2010년 전후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항측도, 지적도, 도시계획자료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도시 공간

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해왔는지 살피고, 각 요소별로 현재 도

시 공간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객 밀도에 대응한 도시 공간 요소와 각 요소가 관계

를 맺는 것으로 구축되는 도시 공간의 특성을 규정했다. 그리고 각 지

역의 현재 도시 공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관광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거점들의 차이를 찾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의

통시적 분석과 공시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관광

객 밀도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를 예측하고, 건축, 도시 계획에서 반

영되어야 할 요소를 규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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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흐름도

그림 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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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좁아지는 세계 지도

(출처 :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89, p.283)

2. 이론적 고찰

2.1 현대 도시와 관광에 대한 고찰

2.1.1 세계화와 현대 도시 공간

세계화(Globalization)는 교통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속화 되었

다. 이전까지 모빌리티의 개념은 하

나의 도시, 국가 안에서의 이동으로

서 다뤄져왔다. 지역적인(regional)

범위 내의 개념이었고, 국가 간 이동

이 자유로워진 이후에도 특정한 지

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국가, 도시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력, 자본, 정보의 이동

이 가속화되고 국제적 수준에서 도

시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모빌리티 개념은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국

제적인 도시 분업화, 정보 산업의 발

달로 서로 다른 국가의 도시들 사이에서 상호관련성, 상호의존성이 높

아졌으며 하나의 국가, 도시 내에서 움직이던 여러 가지 모빌리티가

경계를 넘어 다른 도시로 연결되면서 도시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카스텔(Castells)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기술력은 이윤의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국제화를 가속시키고, 도시 내 특정 기업이 자본축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지역 및 도시 지리는 생산

기능의 광역적 분산과 같이 산업기능의 입지에서 극도의 유동성을

보이면서도 도시환경에 정보산업이 고도로 집중되는 뚜렷한 분업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센(Sassen)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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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던 제조업, 사무활동은 국지적으로도

분산되지만 국제금융활동, 거래서비스 활동과 같은 정보중심 활동은

몇몇의 국가와 도시에 집중된다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국제적인 규

모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2)

미국의 첨단 전자업체로 예를 들자면 연구개발, 혁신 등의 고도의

작업은 실리콘 밸리와 같은 고도로 발달한 산업중심지에서 행하고, 이

동이 쉬운 가벼운 완제품이라는 특징과 국제적으로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대규모 조립, 검사작업등은 주로 노동력이 싼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은 해외에서 처리하는 생산방식을 가진다. 이러한 국제

적 분업화로 인해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국제적 기업의 제조업

생산 공장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해당 도시 지역의 도시화,

사회, 문화, 환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림 4 중국의 공장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도시의 예시로 심양시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

(global city)이며, 중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제조기지 도시이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 장비제조업, 전자정보, 화학공업 등의 산업이 밀

집해 있다. 심양시는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도시의 제조업, 건설업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장비, 부품, 자재, 노동력과 같은 이동

성을 지닌 것들이 원활하고 빠르게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심양시의 도

시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발달할 수 있었다. 심양시에서는 중국

북동부의 주요도시인 북경, 톈진, 하얼빈 등의 지역은 반나절이면 고

속도로로 이동이 가능하고, 도시 중심을 지나가는 철도 교통은 중국

2) 피터 홀, 임창호/안건혁 옮김, <내일의 도시 :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한울, 2005, 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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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빌리티의 속성을 지닌 요소와

이동수단

각지와 연결 되어 있다. 또 심양에 있는 도선 공항은 58개의 자국 내

도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국, 유럽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항공 중추이기도 하다.3)

이와 같은 국제도시는 국경을 넘는 여러 모빌리티가 교차하는 장소

라고 할 수 있다. 초지역적인 모빌리티가 국제 도시 안에서 교차하며

도시 내에 모빌리티를 위한 물리적인 기반시설과 정보 통신 시스템이

발달하게 된다.

‘지속’의 시간은 이전 보다 빠른

정보기술, 교통기술의 발달로 ‘순간’

의 시간으로 전환되었다. ‘순간적 시

간(instantaneous time)’의 시간 개

념이 등장한다. 즉석 식품, 휴가시설

의 공동소유, 휴일, 최종 순간 예약

과 같은 현상에서 ‘순간적 시간’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야구, 영화,

항공권은 언제 어디서든 즉시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의 변화로 인

해 도시 공간의 생산자들은 신속하게 시장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보다

단기적으로 장소를 점유하는 방식을 통해 도시 공간을 변화시킨다. 이

와 같은 정보 통신 매체의 발달은 사람들이 도시 공간을 누리는 방법

에 있어서 시각적인 이미지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도시 공간의 생산

자들은 문자를 통한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즉각적인 이미지에 의존

하는 것으로 장소성을 구체화 하고 있다.

3) 장동철, “공장입지 선전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과 중국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

사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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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현대 도시와 모빌리티

현대 도시에 있어서 모빌리티의 중요성은 세계화와 더불어 강조되

어 간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도시는 로컬(Local)과 글로벌(Global)

두 개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실제의 모빌리티와 가상의 모빌

리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의 결절점(node)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시들과 목적지들은 그들 자신을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에서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으로 변화시키고 있

다.(Castells, 2000)4)

그림 6 Cities: from ‘space of places’ to ‘space of flows’

(출처: Josef A. Mazanec, Karl W. Wober, “Analysing international

city tourism”, p.172)

4) Valeria Minghetti and federica Montaguti, “Analysing international city tourism”, Springer

Wien New York, 2009,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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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간적인(실제적인) 모빌리티는 인구 증가와 감소, 이민, 이

동 수단 서비스 성장, 여행, 도시 경제 구조 변화, 방문자의 흐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실제적인 모빌리티가 급증하는 것은 도시가 그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매우 분주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실제 도시 공간

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인 공항, 기차역, 주차장, 철도,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와 서비스 센터, 호텔, 컨벤션 센터 등

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물리적인 모빌리티들은

자본, 정보, 투자, 지식, 아이디어, 기억, 이미지 등의 가상적인 모빌리

티에 의해 성격을 부여받는다.5)

발달된 모빌리티에 의한 도시 공간 경험 모빌리티의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 작동하는 도시 안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공간 경험을 촉진

시켰다. 발달된 모빌리티를 내재하는 현대 도시의 소통방식은 공간 경

험을 과거보다 유동적이고, 복잡하고, 초현실적인 특징을 갖게 하였

다. 그 안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장소들은 물리적으로 사라지지 않지

만, 시간-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유연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장소의 논리와 의미는 네트워크의 일부로써 찾을 수 있게 되

었다.6)

결과적으로 도시가 내·외부적으로 경제, 문화, 패션, 관광 등 여러

차원의 글로벌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방식은 도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인력, 투자 자본, 지식, 기억 등 모

빌리티는 도시의 이미지를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들은 사람들로 하여

금 도시를 방문하는 것, 도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비즈니

스를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5) 위의 책, p.172

6) Wael Salah Fahmi, ‘Glocal Heterotopias : Neo-flaneur’s transit narratives’, “Tourism and

Mobilities Local-Global Connections”, CABI, 2008,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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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현대 도시와 관광

2.1.3.1 현대 관광(Mass Tourism)

용어로써 관광(觀光, tour)의 기원을 살펴보면 동양에서는 <역경(易

經)>에서 “관국지광, 리용빈우왕(觀國之光, 利用賓于王)”이라는 문장

에 처음 등장한다. ‘나라의 빛을 본다.’는 의미로 다른 나라의 광화(光

華)를 보기 위해 여러 나라를 이동해 다니는 것, 다른 나라의 토지·풍

속·제도·문물을 관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7) 서양에서 ‘tour’이란

용어는 영국에서 여행(traveling)이 대중화 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tour’는 라틴어의 ‘순회하다’라는 뜻을 갖는 ‘tornus’ 에서 기원하였다.

여행은 ‘정주지를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의 의미가 있었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달한 교통수단에 의해서 여행

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증가 하고 여행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제

도적인 상품화를 거치면서 19세기 이후 ‘tourist’, ‘tourism’ 이라는 용

어가 나타나게 되었다.8)

관광의 어원적 의미

동양 : 觀(國之)光 (나라의 빛을 보다)

서양 : tour (← tornus : 순회하다)

공간의 이동

정주지

→ 다른 국가

/ 다른 도시

이동 수단

도보, 말, 기차,

차, 배, 비행기

감각적 행위

시각 → 觀 보다.

미각 → 맛보다. 먹다

청각 → 듣다

촉각 → 만지다. 따뜻하다.

춥다.

표 2 관광의 개념

어원적으로 관광에는 ‘이동’이 전제 되어있다. 관광에서의 이동은 정

주지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공간의 이동이다.

따라서 특정한 이동수단 선택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과거 도보나

말과 같은 이동수단에서 기차, 차, 배, 비행기 등의 이동수단이 발달을

7) 김홍운, “관광자원론”, 일신사, 1994

8) 권순, “관광정책론”, 백산출판사, 2000,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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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관광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의 관광이라고 부를만한 활동은 14세기의 순

례 여행과 18~19세기의 그랜드 투어(Grand tour)가 있었다. 이러한 활

동에 있어서 특정한 도시가 순례 여행, 그랜드 투어의 주 목적지가 그

랜드 투어는 당시 유럽에서 번화하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시들은 종교적 성지이거나, 해당 국가의

문화, 예술, 음악, 문학은 물론 중요한 건축물, 도시 계획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9)

그림 7 14c 중세 순례 여행

(The Journey of the Magi, Sassetta, 1435)

(출처:http://www.metmuseum.org)

그림 8 18c 그랜드 투어(Grand tour)

(Engländer in der Campagna, Carl

Spitzweg, 1845)

그랜드 투어는 주로 영국의 귀족 자녀들이 교사와 수행원들을 대동

하여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역사, 문화, 언어, 예술 등을 배우는 교육

활동의 일환이었다. 2~3년에 걸쳐서 계획된 여행 루트는 보통 영국에

서 해협을 건너가 프랑스 지방도시에서 출발하였다. 프랑스의 파리에

서 머무르다, 이탈리아로 이동하였다. 이탈리아의 제노바, 밀라노, 베

네치아, 피렌체, 시에나 등의 주요 도시를 거쳐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

를 방문하였다. 이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거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투어를 마쳤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유럽 전역으로

그랜드 투어가 유행하면서 각국의 예술이 풍부해지는데 기여하였고,

건축가들도 여정을 통해 경험한 유럽 대륙의 건축양식을 도입하게 되

9) Bruce Hayllar, Tony Griffin, Deborah Edwards 편집, “City Spaces-Tourist Places : Urban

tourism precincts”, Butterworth-Heinemann, 2008, p.6, Karsky’s Note(199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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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귀족들은 여행기간동안 모은 여러 물건들을 모아놓기 위한 박

물관을 짓기도 하였다. 이후에 그랜드 투어는 19세기 대중 관광(Mass

Tourism)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19세기에 조직화된 대중 관광(Mass Tourism)은 영국의 토머스 쿡

목사에 의해 시작 되었다.10) 쿡이 최초로 계획한 여행은 영국 레스터

(Leicester)로부터 400~500명의 ‘유람객’이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러보

러(Loughborough)에서 금주 모임을 갖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

후 쿡은 영국 내 다른 도시로 가는 여정에서 벗어나, 유럽의 다른 도

시들을 방문하는 조직화된 국제 관광을 개시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스위스 알프스 지역으로 가는 단체 관광을 조직한 것이다. 알프스 지

역에서 단체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호텔을 넓고 쾌적하게 발

전시켰고, 건물과 길을 정비하는 등 도시의 현대화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의 해외로 가는 여행(Travel)은 위험하고, 불편하며, 값비싼 활동

이었다. 따라서 일부 계층에서 누리던 활동이었다. 쿡이 제안한 시스

템들은 기차, 배, 자동차등 갈아타야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교통편 일

괄 예매, 관광 안내서와 자료 제공, 영국 내에서 출발하여 유럽, 범세

계적으로 이루어진 인솔 관광의 개시, 교통편을 포함하여 광광 시설에

대한 일괄예약과 단일 청구서에 의한 지불, 철도 쿠폰과 호텔쿠폰의

개발, 여행자 수표의 시초인 순환어음 창시, 수하물을 미리 도착지로

보내는 제도 등이 있다. 이 시스템은 이전 까지 관광과 여행에 대한

비싸고 위험하고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을 저렴하고 안전하고 편한 것

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하였다.11) 쿡이 도입한 여러 시스템은 이후

패키지 단체 관광으로 이어졌다.

현재에 와서 국제 관광, 여행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중 하나

이다. ‘2012 세계 관광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11년간 여행객

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에만 약 10억 명

이 국경을 넘어 관광활동을 한 것이다.

10) 스코트 래쉬/존 어리 지음, 박형준/권기돈 옮김,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대미학사, 1998, p.384

11) 위의 책,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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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와 함께 성장한 국제 관광 산업은 도시화, 고속도로, 공항,

기차, 항구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 농업, 식품 수입, 문화 생

산의 패턴에 폭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9 연도별 세계 여행객수 변화

(출처 : 2012 세계관광통계, 2012)

2.1.3.2 행위적 관점에서의 현대 관광의 구성 요소

관광은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관광주체는 관광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관광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

지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수요를 형성한다. 관광객체는 관광주체의 욕

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광대상으로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로 구성된다.

앞선 두 요소를 여러 차원에서 연결해주는 관광매체에 의해서 관광활

동이 이루어진다.12)

관광 소비자들이 관광활동 중에 하는 행위는 보다(seeing), 구매하

다(shopping), 놀다/하다(playing), 먹다(eating), 자다(sleeping), 쉬다

(resting), 이동하다(moving)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다(seeing)’는

관광의 어원적 정의에서 비롯된 행위로써 관광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12) 임혁빈, 최승국, 오수경 공저, “신 관광학원론”, 신정, 2005, 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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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소 상세일정

첫째 날
인천

씨엠립

출발

도착

가이드 미팅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저녁 : 기내식

둘째 날 씨엠립

조식 후 → 룰로오스 유적지 관광

중식 후 → 반데스레이로 이동 (약 40분 소요)

→ 영화 ‘툼레이더’ 촬영지인 프놈바켕 관광

석식 후, 호텔 휴식

아침 : 호텔식 / 점심 : 한식 / 저녁 : 압살라 민속쇼 관람 및 뷔페식

셋째 날 씨엠립

조식 후 → 앙코르톰 남문 및 남쪽 크레앙, 바푸욘, 바이욘사원, 피메아

나카스 사원, 코끼리테라스, 레퍼왕테라스 관광

중식 후 → 타프롬사원 → 앙코르왓 관광

석식 후, 호텔 휴식

아침 : 호텔식 / 점심 : 현지식 / 저녁 : 한식

넷째 날 씨엠립

조식 후 → 톤레삽호수 및 수상촌 관광

중식 후 → 왓트마이 관광 및 쇼핑 관광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아침 : 호텔식 / 점심 : 현지식 / 저녁 : 한식

다섯째 날 인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표 3 H 투어의 앙코르 왓 관광 4박 5일 일정표

(채현정, “앙코르 왓의 한국인 관광업 이주자 :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서”, 서울대학교 인류

학과 석사논문, 2008, p.16 [표 4] 인용)

<표 5>의 예시에서 “○○○○ 유적지 관광” 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여기서 관광은 ‘보다(seeing)’라는 좁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위는 “경치를 보다, 유적·명승지에 가다, 미술관·

기념관·박물관을 관람하다, 연주회·연극·영화를 감상하다“ 등이 있다.

‘놀다/하다(playing)’ 은 위락, 체험 관광행위로써 유·무형 관광자원

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테마공원, 스키장, 하이

킹, 현대·전통문화 체험”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현대 관광에 있어서 ‘구매하다(shopping)’의 행위는 과거 보다 그 비

중이 커졌다 할 수 있다. 이전의 ‘관광활동 중에 기념할 만한 물건을

사는 일’에서 현재는 ‘쇼핑’ 자체가 관광활동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중국관광객의 한국 관

광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 ‘쇼핑’(65%), ‘자연 풍경 감상’(45.3%), ‘패션·

유행 등 세련된 문화’(30% ; 중복응답)로 나타나 음식/미식(54.3%) 때

문에 방문한 일본관광객이나 역사/문화유적(71.1%) 때문에 방문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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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참고자료 : 2010년 중국인 관광

객 방문지 동대문시장 65.3%, 명동 65.2% - 고궁 43.4% - 박물관

31.9% ; 중복응답, 2010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결과 보고서, 문

화체육관광부)

그림 10 동대문시장(좌)과 명동(우)

‘먹다(eating), 자다(sleeping), 쉬다(resting), 이동하다(moving)‘의

행위는 관광활동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행위지만, 관광

활동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관광활동에서도 관광사업체에 의해서 제

공되는 서비스로써 각각의 행위가 필요로 하는 매개체가 있다. 숙박·

휴식·식사 시설, 교통시설, 정보제공시설 및 매체가 반드시 요구된다.

관광자원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의욕과 동기를

갖게 하는 목적물로서 유·무형의 여러 관광대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은 관광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매력성(attractiveness)

과 유인성(pull power)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분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Gunn(1979)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인공시설자원으로 관광자원의 유형을 나눈다. 쓰

다노보루(津田昇)는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산업적 관광자원으로 나

누고 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분류는 유형/무형으로 대분류를 나

누고, 위락적 관광자원을 포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다노보루의 분류와 유사하다. Munster는 문화관광의 차원에서 분류

를 한다. 자원 유형을 크게 관광행위가 일어나는 물리적 장소를 제공

하거나 관광행위의 시발점이 되는 매력물(Attraction)과 관광행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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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목적이 되는 이벤트(Event)로 구분한다. Munster의 자원 유형은

벨기에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문화관광의 차원에

서 분류를 한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지만, 행위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

의 것인 매력물과 이벤트로 관광자원을 분류하고 있다. 현대 관광은

복합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관광행위와 행위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

인 매력물과 이벤트, 그리고 관광기반시설을 포함한다.

그림 11 관광행위 – 관광자원/관광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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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관광에 대한 고찰

2.2.1 도시 관광(Urban Tourism)

2.2.1.1 도시 관광의 정의

도시 관광은 여러 형태의 관광 형태들이 중첩된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Ashworth에 의하면 도시 관광은 크게 “특정한 관심에 의한

(Special-interest)” 관광과 “장소에 특화된(Place-specific)” 관광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그들의 휴일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일상에서 나

타나는 관심을 모두 포괄하며, 오직 관광을 위한 특별한 장소보다 (도

시 내의 여러 장소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 걸쳐져서 나타난다. 후자

는 바로 ‘관광매력물(attraction)’이 장소에 대한 감각을 생성하는 곳에

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에 대한 감각은 문화적 속성, 구조,

분위기 등에 의해 정의 되는 것이다. 비록 모든 형태의 관광은 모두

장소에서 발생하고 모든 장소는 특별하다 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장

소’는 보다 특별한 특징을 갖는 곳이다.13)

그림 12 Gregory Ashworth의 관광 유형과 도시

관광(Urban Toursim)

도시 관광에 있어서 대도시, 메트로폴리스는 넓은 범주의 여가, 문

화, 위락 활동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쇼핑 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

13) Gregory Ashworth, “Enhancing the City(New Perspectives for Tourism and Leisure)”,

Springer, 2009,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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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가 된다. 게다가 특별한 도시의 분위기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은 해당 도시가 관광 목적지로 성공하는 것에 기

여한다.14)

도시 관광은 두 가지 축의 다양성을 갖는다. 한 가지는 방문자들에

게 제공되는 시설들의 다양성이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주된 매

력물이 되는 것들이다. 관광 자원, 관광 시설은 새로운 관광유형을 발

생시키는 요인이며, 관광객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다양성이다. 도시 안

에서 관광객들은 관광객이 아닌 다른 사용자들과 시설을 공유한다.

짧게 말하면, 복합기능적인 도시(multi-functional)는 다양한 사용자

들(multi-motivated users)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이다.15)

2.2.1.2 도시 관광의 도시적 의미

도시 관광은 관광객이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도시 공간과 상호작용을 한다.

관광객은 도시를 소비한다. 첫 번째로 관광객은 도시를 선택적으로

소비한다. 관광객이 경험하는 곳들은 도시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

하다. 그들이 도시에 관해 얻는 정보는 로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

하면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은 한정적이며, 따라서 공간적인

범위는 관광객 개인의 공간-시간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

두 번째로 관광객은 도시를 빠르게 소비한다. 평균적으로 도시 관광

에서 소비되는 일정은 해변 리조트에서 소비되는 일정보다 짧다. (해

변 리조트와 같은 관광 휴양지에서 소비되는 일정에 비하면) 대부분

의 도시 관광은 2일을 넘지 않는다. 잘츠부르크 2.0일, 베니스 2.3일,

14) Tim Freytag, “Analysing international city tourism”, Springer Wien New York, 2009, p.213

15) Gregory Ashworth, “Enhancing the City(New Perspectives for Tourism and Leisure)”,

Springer, 2009,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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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2.2일, 베를린 2.5일, 런던 5.6일 정도이다. 수백 년에 걸쳐진 역사

적 유산, 문화적 유산이 단 며칠 안에 소비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관광객은 방문한 도시로 다시 반복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다는 것에 기초해서 도시 경험을 소비한다. 관광객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 요소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곳을 확실하게 소비하려고 한

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는 유산에서 한 경험이 특별할수록, 그곳을 다

시 찾는 일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은 도시를 변덕스럽게 소비한다. 도시 계획에 관

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시가 확실하고 영구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취향과 선호도는 급

격하게 바뀐다.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일은 유행을 타는 활동이며,

대부분의 문화 소비 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재정의 된다.

도시, 장소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상

은 바로 도시 관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결국에는 도시 관광에 의해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누구의 도시인가?’ 의 문제가 나타난다.

관광연구에 대한 관습적인 관념은 관광객과 거주자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그들의 휴가(holiday) 여부

였으며, 많은 연구의 결과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기존의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도시에 영향 주는 우선적인 주체로

간주 되었고, 이러한 가정 하에 많은 로컬 정책이 진행된다. 그러나 많

은 실제 사례에서 관광객과 기존 거주자의 행동과 동기는 유용하게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광 소비는 아주 다양한 이유를 위해 발

생하기 때문에 관광객과 거주자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특별

히 의미가 있지도 않다.(Ashworth)16)

16) Ashworth는 극단적으로 관광객은 휴가 중인 거주자일 뿐이고, 거주자는 여행 중간에 있는 관

광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책,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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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관광 도시(Tourist city)와 다른 도시 유형

(출처 : Burtenshaw et al. 1990)

그러므로 관광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별개의 자원, 동

기, 활동, 계획,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객, 관광 산업, 로컬 도

시 정책은 서로가 내재된 관계이며, 도시 안에서 ‘관광’ 이라는 구성요

소를 성공적으로 분리시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의 고

려가 필요한 것이다.

2.2.2 도시 관광과 모빌리티

포스트 모던시대에 구조적 재분화를 거치는 동안 관광 산업, 관광

서비스는 넓은 범위로 쇼핑, 엔터테인먼트, 이민, 스포츠, 여가, 친교,

비즈니스, 컨퍼런스, 섹스, 가정 등의 시스템 속으로 퍼져 나갔다.

따라서 John Urry(2008)는 포스트 모던시대에는 관광을 보는 관점

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바로 ‘모빌리티(혹은 이동성)’의 개

념이 앞서 언급한 여러 층위의 시스템을 실험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물류, 이미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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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모빌리티 연구에 있어서 시간-공간

관계의 중요성 (출처 : Hall, 2003)

디어, 메시지 등의 모빌리티와 실제의 사람들의 이동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일은 사회적 생활의 통계적 요소들을 수정하

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활용도가 높은 사회 과학(Social

science)이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를 통해서 관광객의 시간, 공간에

대한 분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7)

따라서 관광을 개념화하는데 있

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관광객의

공간과 모빌리티 그리고 목적지 경

쟁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관

광은 종종 일상생활의 바깥에 존재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선진국, 발전된 국가의

사람들에게 여행, 관광은 그들의 삶

에 내재된 한 부분이 되었다. 비록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원거리의 이

동을 하지는 않을 지라도, 여행, 관광은 그들의 삶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현대 소비 생활 양식의 한 부분으로써 인쇄물, 텔레비전

과 같은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18)

관광 현상을 도시 공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광 분야에

서 이뤄졌던 관광 동기, 결정 모형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매

크로, 마이크로 스케일의 모빌리티 이론을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를 만

들어낼 필요가 있다. 결국엔 관광은 모빌리티가 일시적으로 구체화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관광은 반드시 도시 안에서 다른 종류

의 모빌리티와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17) John Urry, ‘Foreword’, “Tourism and Mobilities Local-Global Connections”, CABI, 2008, p.xv

18) C. Michael Hall, “Of Time and Space and Other Things : Laws of Tourism and the

Geographies of Contemporary Mobilities”, 위의 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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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현대의 모빌리티

(출처 : Hall, 2003)

그림 16 현대의 모빌리티의 양적 확장

(출처 : Hall, 2003)

왼쪽은 현대 도시를 구성하는 모

빌리티들을 2차원적 시간-공간 도

표로 표현한 도표이다. 24시간 혹은

1박에서부터 6개월, 1년까지의 시간

범주와 로컬에서 국제적 수준까지의

공간 범주에서 나타나는 모빌리티를

나타낸 것이다.19) 관광객이 이동 시

간과 이동 거리에 대한 민감도는 여

행에 있어서 그들의 출발지와 관계

된 특정한 공간적 패턴을 보인다. 관

광과 관계된 활동들은 공간적, 시간

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러

한 활동들은 한정된 시간동안 특정

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게다가 이동

수단 시스템은 개개인의 여행하는

곳의 속도들을 좌우하므로, 그들이

여러 곳에 있는 목적지에서 관광 활

동을 위한 시간도 좌우한다.

따라서 여러 목적지 사이의 시간-

공간 관계는 도시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틀중의 하나인 이동 수단 기

술 변화, 이동 수단 인프라스트럭처(도로의 질적 변화, 새로운 비행기

항로)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인구 변화, 도시화 과정들은 당일 여

행, 장기 여행 목적지와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20)

관광은 역사적으로 시간(개념)이 아닌 공간(개념)으로 분류되어 왔

다. 그러나 관광객의 여러 제약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간의 한계

성은 현대의 이민, 관광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 분명

한 것은, 아주 빠른 기차를 타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행하는

19) 위의 책, p.17

20) 위의 책, p.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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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24시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며칠 동안 움직이

는 거리를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간-공간 관계는 인간의 모빌리

티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1)

전통적인 도시들은 관광 발전을 위해서 세워지거나 관광에 의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바꿔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의 관

광 활동은 흐름과 관계성이 중첩하는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써 다른

도시 기능과 상호작용 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도시들은 역

동적인 네트워크의 움직임(모빌리티)을 내포하고, 네트워크의 결절점

소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리적인 모빌리티, 가상

적인 모빌리티들은 도시 공간, 관광 조직, 비-관광 활동, 도시 이미지

나 브랜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2.2.3 관광에 대한 시간-공간적 분석의 도시·건축적 함의

도시와 관광, 도시 관광을 보는 관점에서 시간-공간적 분석이 갖는

도시·건축적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 도시에 있어서 관광활동과 관광

시스템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시스템의 일부로 형성된다. 이러한 시

스템은 사람, 물류, 정보, 이미지, 자본과 같은 모빌리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건축 공간에서 물리적인 장소로 구체화 된다.

현대 도시에서의 관광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2)

1. 중심 자원의 매력성(attractiveness)

2. 관광 관련시설의 질(quality)

3. 네트워크화 된 모빌리티(networked mobilities)

21) 위의 책, p.17

22) Valeria Minghetti and federica Montaguti, “Analysing international city tourism”, Springer

Wien New York, 2009,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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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는 모두 실제적, 가상적인 특성을 모두 갖는 도시 공간

의 구성 요소 이다. 관광거점의 장소성을 만드는 요소와 직접적인 관

광활동과 간접적인 관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요소, 각 관광거점을

연결해주는 물리적인 교통 시설,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와 가

상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광에 관련된 정보, 이미지 네트워크에 해당

한다. 앞서 2.2.2장에서 언급하였듯 관광객의 공간적인 범위와 시간적

인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각 관광거점은 서로 다른 매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도시 공간을 경험한다.

이동수단의 발달에 의해 공간적 범위는 크게 확장되었고, 관광활동

의 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차원의 고려가 더 중요해졌다. 즉

이동에 걸리는 시간, 관광 활동을 하면서 점유하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관광객의 시간표에 의해 도시 공간이 재편성된다.

이러한 관광 시간표는 24시간에 걸친 서사적 구조로 공간의 이동과

장소의 점유가 내재되어 있으며, 관광객의 불연속적인 도시 공간 소비

는 프로그램들의 밀도를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

한 관광객은 거주자들과 도시의 시간-공간을 공유하면서 다층적인 프

로그램, 공간구조를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건축적으로 관광객

밀도에 의한 도시 공간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 공간을 계획

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와 시간적 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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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수도권의 중국인 관광객과 관광 거점

2.3.1 관광 시스템의 도시적 해석 : 서사적 모빌리티

영화, 소설 등의 ‘서사물’은 하나의 구조이다. 구조주의 이론은 서사

물 혹은 서사적 텍스트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사물은

사물, 행위, 사건, 등장인물을 포함하는 ‘이야기(내용)’와 서사적 전이

의 구조, 발현 매체인 언어, 영상, 발레, 마임 등을 포함하는 ‘담론(표

현)’을 가지는 구조라고 설명한다.23)

2.3.1.1 서사적 모빌리티의 시간성과 이동성

그림 17 서울, 제주, 부산 5박6일 관광일정표(대한관광)

24)

인 바운드(inbound) 관광은 국경(boundary)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국내(in-boundary)로 들어오는 형태의 관광이

23) S. 채트먼 저 /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p.27

24) 출처 : 대한관광 <http://www.tourkorea.co.kr/tour/sjb6day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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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 관광객은 인 바운드 관광사에 요금을 지불하고, 관광사는

관광일정과 그에 따르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광객은 조직된 일

정에 따라 국경을 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내로 들어와 공항에서 전

용 차량인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도시의 특정 장소를

움직이게 된다.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란 관광사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관광버스 경로와 경로가 중첩되는 관광거점의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관광사를 이용하여 관광을 하는 사람들

은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머물렀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따라서 서사적 모빌리티는 시간성과 이동성의 속성을 갖게 된다.

서사적 모빌리티에 표현되는 관광거점을 크게 맥락적 관광거점, 비

-맥락적 관광거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맥락적 관광거점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맥락 / 관광매력물 / 주변 관광 거점에 의해서 형성된

다. 비-맥락적 관광거점은 요구 되는 관광기능이 삽입되기 쉬운 곳에

서 형성되는데, 주변 도시 조직과 기능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거점과

기존 도시 기능을 이용하는 거점이 있다. 앞선 서사적 모빌리티 다이

어그램에서 맥락적 관광거점은 검은색 원으로, 비-맥락적 관광거점은

점선 원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8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

(서울 3박4일 관광일정 첫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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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

(서울 4박5일 관광일정 첫째 날)

그림 20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

(서울-수원 3박4일 관광일정 첫째 날)

1) 관광일정 첫째 날

관광일정은 1일단위로 나눠진다. 서사적 모빌리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 단위는 1일(1day)이라고 볼 수 있다. 관광객은 정해진 시간

에 따라 움직이며 정해진 행위를 하게 된다. <그림 22 ~ 24>은 관광

일정의 첫째 날 일정을 시간 순서와 장소를 반영한 서사적 모빌리티

다이어그램이다. 관광객은 인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를 경험한다.

서사적 모빌리티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점유는 관광행위와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표 4>는 첫째 날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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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행위의 시간적 점유를 행위(activity), 장소(place), 관광자

원유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관광 일정은 공항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출발한다. 오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중식을 관광거점이나 관

광거점을 가는 도중에 갖는다. 전자는 잠실의 한식당, 인천의 중식당

의 경우로 관광버스에서 내려 관광거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곧바로

관광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후자는 마포 중식당에서 중식을 갖는 경우

로 해당 지역이 다음 관광거점(마포 월드컵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경

로 중간에 위치한다.

시간 - 1 hour 5 hours 1 hour 2 hour
익 일

오전까지

행위

(activi

ty)

- 먹다(eating)

놀다/하다

(playing)

보다(seeing)

구매하다

(shopping)

먹다(eating) 보다(seeing)

자다

(sleeping)

쉬다

(resting)

장소

(place)
공항

잠실 한식당

인천 중식당

롯데월드

차이나타운
마포 한식당

종로 한식당

청계천

남산한옥마을

서울

관광호텔
3 hrs 2hrs

마포 중식당
월드컵

경기장

건강

식품점

관광

자원

유형

- -

테마공원

(theme park)

랜드 마크

(landmark)

외국인

거주 지역

(ethnic place)

-

랜드 마크

(landmark)

역사 지구

(historic sites)

-

표 4 첫째 날 공항~호텔 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시간적 점유

롯데월드, 차이나타운은 관광자원 유형으로 각각 테마공원(theme

parks), 외국인 거주 지역(ethnic place)이다. 이와 같은 거점에서는 5

시간이상의 시간적 점유가 나타난다. 중식도 동일 지역의 관광행위로

포함할 수 있으며 놀다(playing), 보다(seeing), 구매하다(shopping) 등

의 관광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청계천, 남산한옥마을은 랜드 마

크(landmark), 역사 지구(historic sites) 유형으로 석식 이후(pm 7:00

이후)에 방문한다. 이는 해당 지역이 야경(night view)이 관광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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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매력적인(attractive)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

(서울 2박3일 관광일정 둘째 날)

그림 22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

(서울 3박4일 관광일정 셋째 날)

그림 23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

(서울-수원 3박4일 관광일정 셋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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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 hr 2.5 ~ 4 hrs 1 hr 3 ~ 5 hrs 1 hr 2 hrs
익 일

오전까지

행위

(activi

ty)

먹다

(eating)

놀다/하다

(playing)

보다

(seeing)

먹다

(eating)

구매하다

(shopping)

먹다

(eating)

보다

(seeing)

자다

(sleeping)

쉬다

(resting)

장소

(place)

서울

관광호텔

식당

수원, 시흥

모텔 인근

식당

경복궁,

청와대

임진각,

3.8선,

제3땅굴

종로

한식당

마포

한식당

명동

외국인전용

면세점

자수정

판매점

종로

한식당

청계천

워커힐쇼

난타쇼

드럼캣

공연

서울

관광호텔

수원, 시흥

모텔

관광자

원유형
-

고궁

(palace)

공공건물

(public

building)

문화

역사루트

(cultural

historic

route)

-

쇼핑 지구

(shopping

precinct)

쇼핑

포인트

(shopping

point)

-

랜드 마크

(landmark)

예술 공연

(art

performanc

e)

-

표 5 첫날 이후 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시간적 점유

2) 첫째 날 이후 관광일정

<표 5>는 서울 2박3일, 3박4일, 서울-수원 3박4일 관광경로에서 첫

째 날 이후 일정을 <표 4>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25, 26, 27>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숙소로 다시 돌아오

는 순환 경로를 갖는다.

시간대별로 일어나는 행위를 살펴보면, 서울 관광호텔을 숙소로 이

용하는 경우 조식을 호텔에서 제공하지만 수원/ 시흥의 모텔을 숙소

로 이용하는 경우 숙소에서 조식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대

형 식당에서 조식을 갖는다. 조식 이후에 나타나는 관광행위는 “보다

(seeing)” 로 시간적 점유가 2.5~4시간가량 발생한다. 경복궁(고궁)/청

와대(공공건물)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 관광거점에서 관광을 하고 동

일 지역에서 중식을 하게 된다.

서울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임진각, 3.8선, 자유의 다리, 제3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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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역사루트(cultural historic route)의 유형으로 서울 북쪽에 위

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광거점이다. 여기서는 “보다(seeing)”의

행위가 일어나며, 자수정, 건강식품, 기념품등을 쇼핑하는 행위도 발생

한다. 이후 서울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 마포구 지역이기 때

문에 해당 지역에서 중식을 갖게 된다.

마포구 외국인전용 면세점, 자수정 판매점, 건강식품 판매점은 비-

맥락적인 유형으로 오전에 방문하는 월드컵경기장, 디지털 파빌리온

에서 서울 도심 관광거점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위치한다. 쇼핑 지구

(shopping precinct)인 명동과 달리 쇼핑 포인트(shopping point)의 유

형으로 볼 수 있다. 한 상점에서 시간적 점유가 1시간 안팎으로 관광

버스가 상점 바로 앞에 주정차하는 1:1 대응 관계가 된다.

그림 24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

(서울 2박3일 관광일정 마지막 날)

그림 25 서사적 모빌리티(narrative mobility)

(서울-수원 3박4일 관광일정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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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적 모빌리티에서 나타나는 시간성은 도시 내 장소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 관광거점(고궁, 인사동 일대),

인천 차이나타운은 관광행위가 복합적이고, 관광거점이 지구화

(precinct) 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시간적 점유가 길게 나타난

다. 이와 달리 마포구 지역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서는 ‘shopping’의

한 가지 행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점유가 짧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간적 점유가 긴 주요 관광거점이 관광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난다.

1day 시간 단위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은 조식/중식/석식 시간 이

다. 식사 시간은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난다.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주요 관광거점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와 이동 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식사가 있다. 주로 조식은 숙소나 숙소 주변에서 이루어지지만, 중식

과 석식은 식사시간 전후의 관광행위, 관광거점에 따라 가변성을 보인

다.

그림 26 행위-장소 / 점유시간 관계로 나타낸 서사적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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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 분포하는 관광거점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다.

역사적인 유산, 놀이공원, 쇼핑몰 혹은 쇼핑지구, 백화점, 전망대 등이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시지역과 교외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패키지 단체

관광은 이러한 관광거점 사이의 이동이 전제되어 있다.

그림 27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현황

그림 28 서울시내 관광버스

노외·노상 주차장

관광버스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각 관광거점은 관광버스 주차공

간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 관광거점은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 이 외에 종로구에 7곳의 24시간 노외·노상

주차장, 4곳의 시간제 노상주차장이 분포한다.

그림 29 중국인 관광객 관광버스 마포구

월드컵북로 노면 주정차 현황

이에 비해 마포구 지역, 수원시 인계동 모텔 밀집지역, 시흥시 월곶

동 모텔 밀집지역은 관광버스 전용 주차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에 불법

노상 주차나 식당, 상점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앞서 3.1.1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동 경로는 숙소-관광거점-숙소로 이

루어지는 순환 경로가 된다. 시간적 단위인 1day를 기준으로 이동경

로가 순환·반복되는 양상이다. 위의 이동경로를 실제로 표현하면 <그

림 25>와 같다. 이동거리 105.69km, 이동시간 3시간 5분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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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관광거점 실제 이동경로 ( 거리:105.69km / 이동시간:3시간5분 )

(수원-월드컵경기장-외국인전용 면세점-난타쇼-수원)

경로로 수원 인계동 모텔-월드컵경기장-외국인전용 면세점-난타쇼-

수원 인계동 모텔의 순서로 이동한다.

수원-서울 이동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 이동거리는 평균 45km 이

다. 중국인 관광객은 긴 이동시간, 이동거리에 관대한 문화적 특성이

있다. 수원-서울에 걸쳐진 광역적인 관광경로가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

장소성과 이동성은 장소에 쓰는 시간, 이동에 쓰는 시간을 갖고 있

다. 장소성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을 가지는 장소들을 이동성이 엮어

준다. 이동성은 효율성에 따라서 새로운 장소를 형성하기도 한다. 장

소성에서 모빌리티로, 모빌리티에서 장소성을 만드는 개념이 서사적

모빌리티이며 이는 관광행위, 장소에 의한 도시 공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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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개인/단체 관광의 서사적 모빌리티

그림 31 연도별 중국인 관광객 여행 형태

(자료출처 : 2002~2011 국가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문화관광연구원)

그림 32 2011년도 관광객 여행형태

(자료출처 : 2011 국가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문화관광연구원, 2012)

중국인 관광객 여행 형태는 크게 패키지 단체 관광객, 개별 관광객

(FIT), Air-tel 세 가지다. 2002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중국인 관

광객의 여행 형태는 개별 관광객이 약 60%, 단체 관광객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1) 개별 관광객의 서사적 모빌리티

개별 관광객(Foreign Independent Tourist / Foreign Individual

Tourist)은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목적지의 선택에 있어서 단체 관광객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사적 모빌리티를 형성하는 요소가 달라진다.

- 주 이동수단 : 지하철/전철, 택시, 시내버스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방문 선호

-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 여관, 모텔, 저가 호텔 25)

개별 관광객은 대중교통인 지하철/전철, 택시, 시내버스를 주로 이

25) 참고자료, 중국인 FIT 방한여행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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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국인 관광객 서울 여행 가이드 맵

(빨간색 점 : 관광 거점, 초록색 라인 :

2호선, 파란색 라인 : 1호선, 5호선, 중앙선)

(자료 출처 : 全首尔吃喝玩乐情报书,

中国铁道出版社, 2011)

용한다. 중국인 FIT 방한여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관광객

은 지하철/전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관광 거

점은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전철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전철역 관광 자원 / 관광기반시설

경복궁역, 안국역, 종로3가역

광화문역

종각역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서촌, 북촌(삼청동), 인사동,

종로 타워, 청계천

광화문역, 서대문역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시청역

경희궁, 덕수궁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청계천

동하면세점

명동역
명동, 명동성당,

롯데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종로 5가역, 동대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4가역

흥인지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계천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광장시장

두타, 밀리오레, aPM,

신촌역, 이대역

신촌기차역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대·신촌 상업지구, 현대백화점

홍대입구역
홍익대학교

홍대 상업지구

혜화역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낙산공원

표 7 서울시내 지하철/전철역과 관광 자원 / 관광기반시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방문 선호도

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 쇼핑 및 숙

박시설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서울 근교로 이동하는 경우 시외버

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에는 관광객의 경제력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으로 관광활동 범위가 한정되어, 수

원, 파주, 강원도, 용인 등 서울 주변 도시로 이동하는 빈도가 낮다는

점에서 패키지 단체 관광객의 서사적 모빌리티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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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 관광객의 서사적 모빌리티

앞의 3.1장에서 분석 대상이었던 관광형태는 패키지 단체 관광

(package tour)이다. 패키지 단체 관광의 기원은 대중 관광의 시작과

함께 하는데 2장에서 고찰했던 대로 토마스 쿡이 창시자로 알려져 있

다. 기본적으로 패키지 단체 관광은 여러 관광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

해 제공되는 요소들을 결합시켜 단일 상품 및 단일 가격으로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26) 관광학 분야에서 패키지 단체 관광의 이점

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통된 부분은 매력물 관람과 행사 참여,

관광 기반 시설 이용에 있어서 편의가 보장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패키지 단체 관광을 제공

하는 주체는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 국내 인 바운드 여행사이다. 여

행사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일정을 맞춰주는 맞춤형 관광 상품,

상품 선호도에 따른 지역과 매력물, 행사, 기반시설을 사전에 계획하

는 완성형 관광 상품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 한다.

패키지 단체 관광에서 서사적 모빌리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투어 오퍼레이팅 시스템(tour operating system)

→ 시간/장소를 한정 → 특정한 장소의 밀도를 생성

- 주 이동수단 = 관광버스에 한정

패키지 단체 관광에서는 투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 계

획을 정확히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a. 이동 수단에 있어서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매력물, 행사,

관광기반시설을 이용한다.

26) “패키지 단체 관광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하나 이상의 교통수단 ②숙박시설 ③음식점

④매력물과 행사 ⑤기타 요소”, 임혁빈, 최승국, 오수경 공저, “신 관광학원론”, 신정, 2005, p.203



- 38 -

b.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인원이 특정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특성이 나

타난다. 따라서 장소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 시간에 높은 관광객 밀도

를 보인다.

c. 패키지 단체 관광은 관광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원, 용인, 파

주, 강원도 등 지방의 관광 거점 이용이 가능하다. 또 개별 관광객의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 수원/시흥 모텔 숙박시설 이용이

나타난다.

3) 소결

그림 34 서사적 모빌리티는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을 시·공간적으로

연속·분절 시킨다

관광경로는 이러한 관광거점을 일련의 네트워크로 엮는다. 그리고

각각의 관광거점에서 일어나는 관광행위에 의해 서로 다른 도시조직,

장소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서사적 모빌리티의 흐름은 일정에 따라 실제 공간인 관광 거점을 움

직이는 도시적 경험, 관광활동 전후에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 여행서

적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수집과 관광 경험의 발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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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관광 정보’의 흐름도 포함하는 서사적 모빌리티

관광객의 일부는 관광 활동 중에 얻은 사진, 경험, 소감 등을 인터넷

블로그, 여행 서적 등으로 표출한다. 또 여행사는 조사와 인터뷰를 통

해서 관광정보를 얻고 이를 상품으로 관광객에게 제공한다.27)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광행위와 장소가 정보로 구현 된다. 관광정보는 매체

를 통해서 전파되며 다른 관광객의 관광 활동에 영향을 준다. 관광 대

상 지역에서는 새로운 관광 유형을 발생시키며, 관광자원·관광기반 시

설의 물리적 형상과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

2.3.2 맥락적 관광거점과 비-맥락적 관광거점

각각의 관광거점은 시간성, 이동성에 의해 맥락적, 비-맥락적 관광

거점으로 나눠진다.

맥락적 관광거점은 2시간 이상의 시간적 점유가 일어나는 곳으로

1day 관광일정의 목적지가 되어 이동경로를 구성하는 기준이 된다.

관광자원으로 고궁, 테마파크, 문화 역사지구, 쇼핑지구, 예술 공연, 랜

드 마크 등이 있다.

27) 외래 관광객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는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59.7%), 지인

(51.2%), 여행사(33.1%), 관광안내서적(19.3%)으로 나타난다. (중복응답), 2012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보고서, 201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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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맥락적 관광거점은 쇼핑 포인트, 식사 포인트, 숙박 포인트로 한

가지 관광행위에 특화된 기능을 갖는다. 마포구 지역은 맥락적 관광거

점들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 기념품점에서의

“구매하다(shopping)”행위와 한식당, 중식당에서의 “먹다(eating)”행

위가 나타난다. 수원/시흥의 모텔 밀집지역은 기존의 도시 기능이 “자

다(sleeping)”의 관광 행위를 수용한다. 이로 인한 부차적인 요소로 주

변 식당, 주점, 편의점이 관광 활동에 포함된다.

즉, 전자는 관광매력물이 거점지역 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작

용하고,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도시 공간이 역사적, 기능적, 도시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곳이다. 후자는 거점지역 내 혹은 인근지역에 관

광매력물이 있으나 관광행위의 중심이 되는 대상은 아닌 곳이다. 또한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도시 공간이 역사적, 기능적 맥락에 기반이

약한 곳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서울 도심부 명동상권 이대상권 마포구 일원 인계동

1930~ 1990년~
2002년

2009년~
2011년~

5대 고궁,

인사동, 종묘
상업시설

이화여대,

상업시설

월드컵 경기장,

상업시설
모텔, 상업시설

보다, 먹다, 놀다,

구매하다, 자다,

쉬다

보다, 먹다, 놀다,

구매하다, 자다,

쉬다

보다, 먹다,

구매하다

보다, 구매하다,

먹다,
먹다, 자다

표 9 맥락적 관광거점과 비 맥락적 관광거점

이렇게 구분한 각 관광거점의 도시 공간과 그 변화를 3장을 통해 분

석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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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993년 이대 상권 분포

(출처 : 매일경제 1993.10.25.,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 관광 거점의 도시 공간 분석

3.1 맥락적 관광거점 1: 신촌역~이화여대 상권

3.1.1 대상 지역의 도시 공간 현황

서대문구 대현동에 속하는 이대 상권은 국철 신촌역, 신촌역 입구

교차로,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 입구역, 이화여대 정문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방형의 지역이다.

1980년대 중반에 지

하철 2호선 이화여대

입구역이 생긴 이후

역세권을 형성하면서

상권이 성장하기 시작

했다.

기존에는 이화여대

입구역 ~ 이대 정문에

이르는 도로를 중심으

로 도로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90

년대 초반부터는 대학

생들이 많이 찾는 “패

션과 문화의 거리”로 지칭되면서 도로 안쪽의 주거지역에 패션상점이

밀집한 지역이 되었다. 이화여대길을 중심으로는 미용실, 다방이 주로

있었으며, 도로 안쪽 블록에 의류, 신발, 잡화를 취급하는 패션 상점이

분포하게 되었다.28)

1990년대 이후 이대 상권의 건물분포와 도시 조직은 2000년대 중후

반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28) 안영임 기자, “상권이 달라진다(25) - 이대 주변”, 매일경제, 199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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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990년대 후반 이대상권 도시 조직

(점선 : 신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2003)의 환경정비형 사업 범위)

2003년에 신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대상권의 메인 상업

가로공간인 이화여대길(이화여대 정문~이화여대 입구역 / 신촌역~ 이

화여대 정문)을 ‘이대 앞 찾고 싶은 거리’로 바꾸는 환경정비형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비 사업의 주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왕복 차선 -> 일방통행 차선

2) 차선 축소를 통한 보행로 폭 확장

3) 차로와 보행로의 단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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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현재의 이화여대길

4) 합벽 건축 허용

이를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상권

을 활성화 하고, 연속적인 가로 공간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보행로의 폭

이 이전에 평균 3m에서 평균 5~5.5m 로

확장되었고, 일방통행 차선을 형성함으로

써 보행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 받지

않고 보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4 (2003년 가로 정비 후) 2005년 이대상권 도시 조직

2003년 환경정비형 사업이후에는 대형 쇼핑몰 계획과 대현동 제2구

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대 상권의 도시 공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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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던 오래된 필지 조

직을 두 개의 큰 필지로 합필하였고, 각각의 필지에 대형 의류 쇼핑

몰인 aPM과 공원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작게 나줘져 있

던 도시 조직이 하나의 커다란 블록으로 형성되었다.

2005년 이후의 주요한 변화 요인으로 신촌역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

다. 신촌역은 2007년 복합 대형 쇼핑몰로 새롭게 계획되었다. 이 과정

에서 역사 앞에 있던 주택과 필지들을 정리하였고 역전(驛前) 공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6년에 이화여대 쪽 필지에는 승용차, 45인승 대

형버스를 포함하여 총 25대(1층 : 버스 8대, 2층 : 승용차 17대)를 주차

할 수 있는 2단 평면식 옥외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다.

그림 45 2010년 이후 이대상권 도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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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신촌역 공영주차장

2010년 이전까지 이대상권의 도시 공

간 변화는 이후 관광객 급증과 상호 영

향을 주고받는다. 2008년 이후 이대상

권은 홍대, 신촌 등 신흥 상권에 밀려서

위축되어왔지만, 2010년부터 급증한 중

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유

입으로 상권이 다시 활력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3.1.2 분석을 통해 기존 이대 상권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관광객 급증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1.2 관광객 급증에 의한 도시 공간 변화

이대 상권은 패션, 미용 상점이 밀집한 곳으로 성장해왔다. 시기적

으로 2008년 이후로 위축되어 가던 상권에 외국인 관광객이 찾게 되

면서 상권과 도시 공간에 영향을 주었다. 이화여대를 찾는 관광객은

주로 인접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광객이다. 2010년 이전까

지 일본인 관광객이 주류를 이뤄왔지만, 최근에는 이대 상권을 방문하

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게 된

원인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이름에 있다. “이화(梨花)”의 중국어 발음

은 “리화(Lihua)”이다. 이는 중국어로 ‘이익이 생기다.’ 라는 뜻의 “리

파(利發: Lifa)와 유사한 발음이기 때문에 ‘이화여대에서 사진을 찍으

면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관광객이 많이 찾게 되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나타나는 도시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분

석의 대상을 신촌역~이화여대 정문, 이화여대 정문~지하철 이대 입구

역까지의 이화여대길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가로 공간, 상업 가로에

위치한 상점 및 개별 건물, 이화여대 길 안쪽의 패션상점 밀집 지역으

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을 물리적 공간 요소,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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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신촌역 공영주차장 계획 이전

(점선 : 현재 공영주차장 영역 / 실선 :

이전의 대형버스 주차 공간)

3.1.2.1 관광객을 수용하는 물리적 공간 요소

1) 인프라(Infrastructure)

이대 상권에서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중의 하나는 ‘신촌역 공영 주차29)

장’이다. 2003년 환경정비형 사업을 통

해 이화여대 길은 일방통행으로 제한

되었고, 상업 가로 공간에서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던 불법 노상 주차를

민간과 자치구에서 엄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이대 정문까

지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체계이다. 따라서 45인승 관광버스 주

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 1층과 주차장 앞의 13m 폭의 일방통행 차로

에 관광버스들이 정차하여 주로 중국인, 동남아 관광객들이 이대 상권

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신촌역 공영주차장이 관광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시설이

되었고 주차장에서 이대 정문까지의 이화여대길이 관광객의 주 보행

축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48 신촌역 공영주차장 전경

29) 신촌역 공영주차장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한다. 45인승 대형 버스의 경

우 이용요금이 2시간 이내 6,000원이며, 이용 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당 1,000원씩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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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신촌역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1층의 계획상 주차 대수는 7대 이지만, 실제 관광버스가

주차되는 방식에 있어서 2~3대가 초과되어 주차되고 있다. 특히 관광

객의 밀도가 증가하는 4, 5, 6월과 9, 10월에는 시간당 10대 이상의 관

광버스가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앞의 차로에 노상 주차를 하

는 형편이다. 이는 가로 정비사업 이후 이화여대길이 일방통행로가 되

면서 차량 통행이 감소하였고,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공터가 일종

의 ‘광장’처럼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로 공간

90년대 초반부터 이대 상권에서 신촌역~이대정문(이하 이화여대길

A), 이대정문~이대입구 역(이하 이화여대길 B)에 이르는 이화여대길

은 상업 가로로 이대 상권의 주 보행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후 2010

년 후반기부터 신촌역 공영주차장이 이화여대, 이대 상권을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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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수송하는 대형 버스 주차를 수용하면서, 현재는 신촌역에서

이대 정문까지 이르는 이화여대길이 관광객의 주 보행로가 되었다.

그림 50 이대상권 보행 축(axis)

이화여대길의 가로 공간은 2003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로 정비

사업 이후에 크게 변화하였다. 정비를 통해 1개 차선을 없애고 차로

폭을 줄이면서 보행로의 폭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차로 폭은

평균 5.5m에서 3.5m로 줄인 만큼 양쪽 보행로의 폭을 평균 3m에서

4.5m로 확장시켰다. 보행로 별로 나눠서 보면 이대 정문 방향으로 왼

쪽 보행로의 폭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오른쪽 보행로의 폭은 이전의

2배가 되었다. 또한 차로를 굽이진 형태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차량 통

행 속도를 줄였고, 보행로와 차로의 단차를 없애고 보행에 용이한 거

리를 계획했다.

45인승 버스로 단체 관광객이 이대를 방문하는 경우 주차장에서부

터 걸어서 이대 정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2003년 가로 정비 사업 이전

의 3m 보행로는 보행 흐름에 지장을 주었을 것이다.



- 49 -

그림 51 (상) 2003년 이전의 신촌역 주변 이화여대 길

(하) 2006년 이후의 신촌역 주변 이화여대 길

이화여대 길 A의 시작점을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단체 관광객들

은 공영주차장 건너편의 공터는 잠시 머무른다. 이전에는 섬처럼 분리

되어 있던 공터가 가로 정비 사업으로 사선 방향의 차량 통행이 제한

되어 블록과 이어진 곳으로,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가이드의 안내를 받

거나, 이대 상권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는 곳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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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이화여대 길A (점선 : 공터)

이화여대 정문~이화여대 ECC에 이르는 보행로는 ECC와 함께 계획

되어 조성된 곳으로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포인트로 작동한다. 서쪽

보행로는 폭이 2m, 동쪽 보행로는 폭이 10m~20m이다. 양측 보행로는

석재로 마감된 벽으로 가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중 서쪽 벽에

는 이화여대를 상징하는 “이화(梨花)” 의 조각이 새겨져 있어서 관광

객이 사진을 찍는 장소로 사용된다.

이화여대길의 가로 공간과 이대 정문을 지나는 가로 공간을 이용하

는 관광객들의 행태를 보았을 때, 두 가로 공간 사이에 특정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는 가로 정비를 한 이화

여대 길(2003)과 이대 정문 보행로(2008)가 “연속적인 가로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림 53 이화여대 길A~이대정문 그림 54 이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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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56, 57 이면가로 공간

이화여대 길 A를 축으로 관광객의 밀도가 남쪽의 이면 가로 공간으

로 수용된다. 이면 가로 공간에는 주로 패션, 잡화 상점들이 밀집해 있

으며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상점과 길이 바로 접하고 있다. 이면

블록은 지구 단위 계획(2003)에 의해 합벽 건축이 허가되어 있으며 1

층 임대 상점들은 전면 폭이 평균적으로 3m 안팎으로 되어 있다.

이면 블록의 패션, 잡화 상점들은 가구와 상품을 상점 밖의 가로에

내놓고 공간을 점유한다. 이화여대 3길, 5길, 7길이 교차하는 사거리

(그림53 점선 영역)에 20여개의 의류점, 신발 및 잡화점이 밀집해 가

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화여대 길B(이대 정문~이화여대 입구역)는 이대 상권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상업가로다. 이대 입구역에서 이대 정문까지 이르는

250m 의 길로 이화여대 길A와 마찬가지로 가로 정비 사업으로 보행

공간이 넓어 졌으며 차로는 일방통행으로 제한되었다. 보행로, 차로를

포함한 폭은 15m로 이화여대 길A 보다 3m만큼 더 넓다. 따라서 이화

여대 길B의 이대 입구역까지 보행로에는 평일에 5~6개의 노점상이,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에는 24~25개의 노점상이 공간을 점유한다.

대현 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이전에는 이화여대 길B 는 연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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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물이 이어지면서 가로 공간을 형성했었다. 재개발 사업 이후 대

형 쇼핑몰인 aPM이 생기고, 블록 전체를 합필하여 대현 공원을 만들

어 졌다. 그 결과 연속적인 건물의 가로공간의 특성이 약화되었지만,

현재 공원 앞 보행로는 노점상이 점유하는 가로공간이 되었다.

그림 56 이화여대 길 B 의 1998-2005-2013 의 변화

(회색 : 보행로 / 검정색 : 보행로 인접 건물)

그림 57 (상) 대현공원

(하) 이대 앞 노점상

3) 소결

이대 상권을 구성하는 도시 공간 요소에서 관광객 밀도에 반응하는

요소는 인프라와 가로 공간이다. 신촌역 공영 주차장은 관광버스 주차

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화여대 길A가 주 보행로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대 입구역 역시 중요한 관광활동 기반시설이다. 지하

철은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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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이대 입구역에서부터 이대 정문까지 형성된 이화여대 길B도 주

보행로 작동한다. 즉, 인프라는 관광객의 이동이 시작되는 점(point)로

볼 수 있으며, 관광 목적지(tourism point)와 함께 행동범위의 축을 형

성한다.

그림 58 이대 상권의 인프라와 가로 공간

([左] 이대 상권 가로 공간 [中] 관광객 주요 방문 가로 공간

[右] 기존 가로 공간과 관광객이 점유하는 가로 공간)

이화여대 길 A는 주차장에서 서->동으로 이대 정문으로 연결되는

길로, 관광객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따라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상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로 화장품 판매점, 의류, 신발 판매점

이 가로 공간 전면에서 관광객을 유인한다. 공통적으로 중국어, 일본

어, 영어 등의 외국어로 쓰인 광고판이나 안내판을 상점의 입면으로

사용한다.

이화여대 길 B는 전체 폭이 A보다 3m 더 넓은 길이다. 이대 입구역

에서 이대 정문까지 약 3도 정도 경사로 내려오는 길로 넓은 보행로에

노점상이 길을 따라 분포한다. 노점 운영 정책에 의해서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만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현공원 앞의 보행로에 가

장 많이 분포한다. 상점–보행로–노점상–차로–노점상-상점이 연속

적으로 이어지면서 가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두 개의 주 보행로의 이면 블록의 가로 공간도 관광객의 점유가 발

생한다. 이화여대 3길, 이화여대 1안길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의

류, 잡화 상점들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각 상점들

은 가구, 상품으로 상점 앞 가로를 점유하여 영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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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이대 상권 주요 업종 비율

그림 60 이대 상권 업종별 분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 : 음식점/카페,

의류/잡화, 미용서비스, 화장품 판매점)

3.1.2.2 프로그램 : 상업

1) 이대 상권의 상업 시설

이대 상권은 1935년 이대가 신

촌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주거

지역이었던 곳이 젊은 여성을 대

상으로 하는 양장점, 미용실이 들

어서면서 시작 되었다. 현재도 음

식점, 카페, 의류 잡화 판매점, 화

장품 판매점, 미용실 및 피부 관

리 서비스업 등 여성 고객을 대

상으로 하는 상점들이 주로 분포

하고 있다. 음식점(416개, 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의

류·잡화 판매점(329개, 33%), 카

페(103개, 10%), 미용 서비스(89

개, 9%), 화장품 판매점(58개,

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대

상권의 특성은 여성 관광객이 선

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의 이대 상권의 주요 업종으로

형성되어온 의류·잡화 판매점과,

관광객 밀도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기 시작한 화장품 판매점이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

고 있다.

2) 각 상업 업종 별 분포와 특징

a. 화장품 판매점

이대 상권의 화장품 판매점은 주 보행로인 이화여대 길 A, B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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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관광객 대상 영업 화장품 판매점(검정색) 분포

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신촌역 공영주차장 주변, 이대 정

문 주변, 이화여대 입구역 주변의 가로에 면하여 분포하고 있다. 관광

포인트인 이화 여대와 관광활동의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인프라’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동선에 의한

분포로 볼 수 있다. 화장품 판매점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직원이

상점 앞에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가장 적

극적인 방식을 내세운다. 각 화장품 매장은 유명 스타의 모델 입간판

을 세우고, 상품의 샘플을 가판대에 올려놓고 상점 바로 앞의 가로 공

간을 점유한다. 화장품 판매점은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로

전면에 마주 하는 입면 처리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전면

유리를 통해서 내부 공간이 외부 공간에 시각적으로 열려 있다. 1층과

2층의 일부 입면의 처리를 각 매장 마다 특징적인 색, 재료, 이미지를

다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

다. 이러한 건축적 특징을 가지는 화장품 매장이 주로 이화여대 길A

에 초입부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면서 가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62 중국어 안내판

그림 63 유명 스타의 사진이

전면에 들어나는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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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류·잡화 판매점

의류 잡화 판매점은 주로 이면 가로에 분포하고 있다. 여기서 이화

여대 3길, 5길, 7길 그리고 이화여대 1안길에 분포하는 의류 잡화 판매

점에서 관광객의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림 64 관광객 대상 영업 의류 잡화 판매점(검정색) 분포

화장품 판매점의 분포가 인프라, 관광 포인트 주변으로 형성된 반면

에 의류 잡화 판매점의 분포는 이면 가로 안쪽에서 두 개의 사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화여대 길 A에서 이화여대 7길이 만나는

삼거리에서 신촌로와 이화여대 1안길이 만나는 삼거리까지의 가로에

의류 잡화 판매점이 위치하면서 2개의 인프라와 관광 포인트를 연결

해주는 동선을 형성한다. 의류 잡화 판매점도 화장품 판매점과 마찬가

지로 건물 1층에 위치하면서, 상품과 가구로 상점 앞 가로를 점유하는

내부 공간을 외부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이 나타난다. 또한 일본

어, 중국어로 쓰인 현수막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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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상권을 구성하는 상업 프로그램에서 관광객 밀도에 반응하는

업종은 화장품 판매점과 의류 잡화 판매점이다. 각각의 업종은 인프라

와 관광 포인트, 가로 체계에 의해 분포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화장품 판매점은 이화여대 길 A, B 에 분포하면서 관광객의 동선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분포하는 반면, 의류 잡화 판매점은 이면 가로 블

록에 분포하고 있다.

3.1.3 소결

이대 상권은 이전까지는 관광객의 쇼핑 목적지로 기능해왔다는 점

에서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맥락적 관광거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

만 최근 3년간 “이화”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중국인의 미신적 소문에

의해서 이화여대가 관광매력물이 되었고, 이전까지 이대 상권에서 있

었던 몇 개의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 공간이 관광객을 수용하게 된 것

이다.

그림 65 이대 상권이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방식

이대 상권의 도시 공간이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방식은 인프라

(공용주차장)와 관광매력물(이화여대, 이화여대 상권)의 관계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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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다. 주차장이 생기면서 다수의 관광버스 주차가 가능해졌고, 그

이전에 정비 되었던 가로 공간은 관광객의 주 보행로로써 작동할 수

있었다. 점차 관광객 밀도가 높아지자 침체되어 가던 이대 상권에 다

수의 화장품 판매점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적으로 이대 상권을 구성

하는 상업 업종의 구성도 변화하게 되었다.

3.2 비-맥락적 관광거점 1

: 마포구 일원(성산동, 서교동, 합정동, 연남동) / 서

대문구 창천동

3.2.1 대상 지역의 도시 공간 현황

그림 66 경성시가지 계획(1936)

마포구의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는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에 의

해 형성되었다.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입안된 경성시가지

계획안은 구 도심부를 유지하면서 외곽 지향적, 확장 지향적 개발이

목적으로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의 마포구

에 해당하는 지역의 일부는 공업 지역,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시가지계획 도로망의 기본구도는 구역 전체를 몇 개의 교통권역으

로 나누어 각 권역 내부를 격자형 도로망으로 정비하고 다시 구도심

부와 부심을 방사상 도로망으로 정비하는 것이었다.30)

30) [네이버 지식백과] 복제와 확장－경성시가지계획의 기본구상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2005.11.30,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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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마포구 지역도 격자형 가로체계로 계획되었다. 이는

1960년대의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에서도 나타나고, 현재 마포구의

가로 체계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다.

그림 67 경성시가지계획평면도(1936)

마포구 지역의 가로 체계

그림 68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60)

마포구 지역의 가로체계

그림 69 마포구 성산동, 합정동,

서교동, 연남동 (2013)

그림 70 마포구 성산동, 합정동,

서교동, 연남동 가로 체계(2013)

서울 도심부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에 연결되는 성산로, 신촌로 ~

양화로가 가장 높은 위계에 있고, 그 안에서 서교로, 합정로, 동교로,

성미산로가 차례로 가로의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을 위해 축구 경기장이 마포구 상암동에 지어진 이후 기존의 합정로,

서교로가 각각 월드컵 로, 월드컵 북로로 이름이 변경되었을 뿐 가로

의 체계는 큰 변화가 없이 격자형 가로로 남아 도시 공간 구조를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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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마포구 가로체계와 분석 대상

(대상A:신촌로 / 대상B:월드컵북로·월드텁로 / 대상C:동교로~성미산로~연희로)

(점선은 관광버스 이동 경로)

다음 3.2.2에서 살펴보게 될 관광객 급증에 의한 도시 공간의 변화는

마포구 지역의 가로 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울 도심부 ~

이대/신촌지역에서부터 연결되는 신촌로에 면하고 있는 근린상업시

설, 성산로의 불법 주정차 공간, 월드컵 북로 / 월드컵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근린상업시설, 마지막으로 동교로~성미산로~연희로에

면하는 근린상업시설을 분석하였다.

3.2.2 관광객 급증에 의한 도시 공간 변화

서대문구 창천동, 마포구 성산동, 서교동, 합정동, 연남동의 분석대

상을 각각 A, B, C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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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A, B, C는 관광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 맥락적인 관광

거점으로, 주로 단체관광객이 방문하는 거점이다. 따라서 세 가지 대

상 지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관광버스가 주정차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관광버스로 방문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각 대상 A,

B, C는 서로 다른 관광 활동을 수용한다.

대상A : 신촌로(신촌로터리->동교동삼거리 구간), 서대문구 창천동

503-24, 502-16, 502-15 근린생활시설

대상B : 월드컵로, 월드컵북로, 성산로, 근린생활시설

대상C : 동교로, 성미산로, 연희로, 근린생활시설

3.2.2.1 대상 A

그림 72 대상 A의 관광버스 이동경로 에서의 위치

대상 A는 신촌로의 동교동 삼거리 방면에 위치하고 있다. 신촌역에

서 1.29km, 1.57km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이화여대 또는 서울 도심부

에서 오는 관광버스의 이동 경로 위에 있다. 분석의 대상은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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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동 503-24/4, 502-16, 502-15 번지에 해당하는 3개의 건축물과 건

축물 앞의 가로 공간이다.

그림 73 서대문구 창천동 503-24/4 (2011.10)

대상 A가 관광 시스템의 결절점으로 작동하는 1차적인 요인은 “韓

國護肝敏 한국호간보” 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 건강식품 면세점이다.

503-24/4 필지에 해당하는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유일하

게 외부로 상호가 간판으로 노출되는 시설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

하는 시점인 2010년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관광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패키지 관광객이 쇼핑 관광 거점으로 형성되었다.

그림 74 물리적 공간 요소와 1차적 요인

상업시설과 관광버스는 1대 다수의 관계로 운영된다. 상업시설에 별

도의 관광버스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물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를 하게 된다. 시간당 평균적으로 4~5대의 관광버스가 방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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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찰되었고, 관광객이 많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는 7~8대의 관광

버스가 주정차 한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관광버스가 4번째 차선을

50m 이상을 점유한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인 입면을 가지고 있다. 전면 유리로 입면이 처리되어

있지만 불투명한 비닐 시트지로 내부 공간이 외부로 일체 노출되지

않는다.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구매가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

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을 외부로 진열하는 보통의 건강식

품 판매점과 차이가 있다.

그림 75 (좌)2012년 이전 상점의 입면 / (우)2013년 상점의 입면

그림 76 2010년 이후 첫 번째 2차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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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에 면세점에서 동쪽으로 두 번째 필지(창천동 502-16번

지)에 해당하는 근린 생활 시설의 1층 점포에 2차적인 기능이 발생하

였다. 2층 근린상업시설의 1층 점포는 기존의 음식점, 인테리어 디자

인 업소였으나 현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중국산 먹거리, 잡

화 등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이 영업 중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1층 입면의 변화가 생겼다. 기존

의 입면은 1층 상점 부분만 고동색 목재 마감이었으나, 현재는 마감

재료와 구조,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노란색, 붉은색으로 마감 처리

를 바꾼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인이 노란색, 붉은색을 선호하

는 문화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한 이

전에는 전면 유리로 처리되었던 오프닝 부분은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점 바로 앞에 상품과 가구를 내놓아 가로 공간을 점유하고

상점 내부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그림 77 (좌)2013년 이전 상점의 입면 / (우)2013년 상점의 입면

현재는 502-16번지 동쪽 필지인 502-14 필지의 상업시설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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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2차적 기능과 점유되는 가로 공간(빗금)

그림 78 2013년의 대상 A

벽돌, 목구조로 지어진 단층 건물에 과거에는 세탁소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방을 파는 상점이 되었다. 502-16

번지 건물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의 구조와 입면 재료는 유지한 채

중국어로 된 간판과 현수막으로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역시 상점 앞

에 가구와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대상 A를 관광객이 찾게 된

계기는 기존의 건강식품 면세

점이었지만 관광객 밀도가 증

가하자 2차적 기능이 주변 상

업시설에서 나타난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폐쇄적인 입면

을 가지는 반면, 2차적으로 발

생하는 상업시설은 기존의 입

면을 고치면서 개방적인 형태

와 공간 구성을 갖는다. 유동인

구가 적은 보행로지만 관광버

스로 관광객 밀도가 단시간에 높아지기 때문에 2차적인 상업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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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입면이 차이를 보인다.

2차 상업시설의 앞에는 지하철 환기구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다.

환기구의 높이는 약 60cm로 관광객이 앉아있기 용이한 형태이다. 따

라서 상업시설, 관광버스와 함께 관광객에 의해 점유되는 가로 공간을

구성하는 가구로 쓰이고 있다.

3.2.2.2 대상 B

그림 80 대상 B : 월드컵 북로 / 잔다리 로

대상 B는 월드컵 북로의 1.4km 전 구간, 잔다리 로(동교로~월드컵

북로 5길)의 0.11km 구간에 위치한 근린상업시설들이다. 상업시설의

업종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 기념품점, 건강 식품점, 편의점, 음식점으

로 관광버스 이동 경로의 한 지점이 되는 시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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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객 대상 상업시설의 분포와 입지 요인

이곳은 서울의 주요 관광거점인 서울 도심부, 이대/신촌에서 성산

로, 신촌로~양화로를 통해서 서울 서부지역의 관광거점인 월드컵 경

기장,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서울 서북부 외곽지역의 관광거점인 3.8

선, 자유의 다리, 임진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

서 이동 경로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 거점으로 성립

될 수 있다.

그림 81 구별 여행사 분포

(마포구 608개)

관광거점 이동경로 이동거리(km) 소요시간(분)

경복궁 ~ 월드컵 경기장 9.27 21

경복궁 ~ 임진각 63.66 70

신촌/이대 ~ 월드컵 경기장 4.92 13

신촌/이대 ~ 임진각 59.68 64

표 10 주요 관광거점 이동경로와 이동거리/소요시간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에 속하는 대상 B는 홍대입구역 주변 상권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되

어 있다.

그림 82 대상 B : 용도지역과 대상 분포

(빗금 : 일반주거지역, 원 : 근린상업지역)

인근의 상권인 홍대입구역 주변에 위치하지 않고 주거지역 내 근린

상업시설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입지하는 것에는 경제성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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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세점이라는 업종의 특성에 기인한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일

반적인 역세권의 상업 시설과 달리 유동인구를 유인해서 구매의욕을

불러일으켜야하는 업종이 아니고, 방문-구매 의도가 일치하는 업종이

다. 따라서 관광버스에 의한 단체 패키지 관광객이 주 고객층이다.

2) 개별 상업시설의 특성과 2차적 기능의 발생

a. 성산동 114-3 번지 / 41-2 번지

그림 83 성산동 114-3 번지 A&K 화장품 면세점(2013)

분석 대상인 ‘A&K 면세점’은 성산동 114-3번지(성일 주상복합 아

파트)건물 1층의 근린상업시설이다.

대상 A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상업시설과 관광버스의 관계는 1대

1 관계이다. 패키지 단체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버스가 평균적으로

4~5대가 면세점 앞의 약 60m 구간의 도로(주정차 단속 견인 구간)에

주정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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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2009–2010–2013 업종, 상업시설 입면 변화

그림 85 노상 주차공간

면세점 입면의 변화 면

세점이 생긴 시기는 2009년

후반 ~ 2010년 초반으로 당

시 입면은 현재의 입면과 차

이가 있다. 이후 2010년 후

반에 입면을 현재의 모습처

럼 구성하였다. 가장 두드러

지는 부분은 재료 색상을 사

용한 부분으로 주로 흰색을

사용한 입면에서 현재는 붉

은색, 금색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화장품 상호를 표

시하지 않다가 현재는 취급

하는 화장품들의 특정 상호

를 입면에서 외부로 드러내

고 있다.

2차 기능 정면에서 화장품 면세점 좌측의 근린상업시설은 주거지

역 내에서 흔히 존재하는 슈퍼마켓이다. 이전까지 별개의 업종으로 영

업을 해왔지만, 화장품 면세점을 찾는 관광객 밀도가 증가하면서, 이

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본

건물의 서쪽에 있는 114-21번지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의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관광객의 식사 행위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면세점에서

수용되던 관광 기능이 주변의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잉여 공지 앞 주차 공간 확보 A&K

면세점 남쪽 길 건너편 41-2 필지에는

‘the odbo 화장품 면세점’이 있다. A&K

면세점과 비교하면 주변 대지의 상황이

차이가 있다. ‘성산’과 월드컵 북로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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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필지에서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건

설 중에 있다. 따라서 산 아래쪽 도로에서 공사장 앞 도로까지가 노상

주차 공간으로 점유되고 있다.

b. 성산 2교 사거리

그림 86 성산 2교 사거리(자수정 판매점, 약국, 마트)

성산 2교 사거리를 두고 성산동 51-11번지 신안빌딩, 56-3번지 CS

타워, 54-2번지 근린생활시설건물에서 관광객을 수용하는 상업시설이

영업 중이다.

관광객 유인을 하는 1차적인 기능은 신안빌딩에 있는 상업시설인

‘다미 자수정’이다.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신안빌

딩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다.

고가 차도 하부 공간의 주차공간화 기념품점이 있는 건물에서 관

광버스를 수용할 만한 주차 시설이 없고, 배후 주거 지역 이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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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 거주민들의 우선 주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내

부순환로 고가 차도 하부 공간(성산로)에 주정차를 하는 실정이다.

그림 87 관광버스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고가 차도 하부 공간

그림 88 2차 기능

(성산동 54-2번지)

2차 기능 발생 관광객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변 상업시설에서 관광

객을 수용하는 2차 기능이 나타난다. 기념품점 길 건너편의 CS 타워

(성산동 56-3번지) 1층에는 샤브샤브 전문 음식점인 ‘채선당’이 인 바

운드 여행사의 단체 패키지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식사를 하고 나오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

해서 같은 건물 내 1층 약국에서 한국산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54-2번지의 2층짜리 근린생활건물 1층에 있는 ‘재영마트(소매

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먹거리, 기념품, 잡화 등을 취급하여 판매

중이다.

3) 소결

마포구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일원 주거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외

국인 전용 면세점, 기념품점은 관광객이 급증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도

시 블록에서 단일 건물의 단일 상업시설로만 작동하는 시설이었다. 그

러나 2010년 이후 주변 상업시설에서 관광객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나

타나게 되었다. 1차 기능 상업시설(면세점, 기념품점)이 대상 지역에

서 전체적으로 점적인 분포를 가지는 것에는 2010년 전후로 변화가

없지만, 주변 상업시설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광 거점으로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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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범위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변 상업시설이 영

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특정한 시스템을 갖는다. 결국엔 관광

기능으로 작동하면서 주변 도시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던 단일 상점

과 주변 상업시설이 연계하게 되면서 함께 관광 시스템의 일부로 편

입 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림 89 점의 확장 (상) : 2010 / (하)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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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대상 C

대상 C는 동교로, 성미산로, 연희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마포구 연

남동의 음식점들이다. 한식당 26개, 중식당 12개, 일식당 4개, 주점 8

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관광객들의 식사

행위가 수용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

그림 90 대상 C의 입지 현황

기존 기능의 관광 행위 수용 대상 C는 관광 거점인 월드컵 경기

장, 대상 B의 화장품 면세점과 각각 11분, 5분의 거리에 있다. 그리고

성산로, 신촌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서울 서북부 외곽 지역 관광거점

으로 넘어가는 경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 이동경로

에 있어서 ‘식사’ 행위를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된다. 또한 주요

관광거점(월드컵 경기장, 임진각, 자유의 다리, 신촌/이대)에서는 양질

의 식사를 제공 받기 어렵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식사 행위를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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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양질의 식사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음식점들로 관광행위가 수용된 것이다.

특정 시간 점유 관광버스들은 점심식사 시간 (오전11 ~ 오후2시),

저녁식사 시간 (오후5~오후7시)에 집중된다.

대상 C는 대상A, B와 다르게 주변 상업시설에의 기능 수용이나 음

식점 시설의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대상

C가 관광경로에 있어서 확실한 점으로 형성되어있는 A, B와는 차별

화 된 것이다. 즉, 경로를 구성하는 점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점

과 점을 이어주는 선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3 소결

그림 91 마포구의 상업시설이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방식

마포구 일원의 대상 A, B, C는 관광객 급증에 의해 생성된 비 맥락

적 관광거점이다. 각각의 대상은 이대, 서울 도심부 관광거점과 같이

관광매력물에 의해 형성된 곳이 아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가까운 지역

이며, 서울 서북부 외곽지역 관광거점과 가까운 이점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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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마포구의 공간구조를 만드는 가로망

체계(인프라)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상(A, B, C)이 형성되었다. 도시

기능적으로 주변의 주거지역과는 비 맥락적이다. 하지만 관광객 밀도

가 증가하면서 주변 상업시설에 영향을 주면서 새롭게 기능적인 맥락

을 만들어 낸다.

각각의 대상은 관광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되

었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지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상 A는 개별적인 점으로 형성된 반면, 대상 B는 메인 가로를 중

심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면세점의 특성상 서로 배타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명동 상권과 같이 상업 가로를 형성하

지는 않는다.

대상 A, B가 상업시설 입면의 변화, 주변 상업시설로 영향을 주면서

영향을 받은 상업시설의 입면과 상점 앞 공간의 변화와 같은 물리적

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 대상 C의 경우 상업시설의 물리적인

변화나 주변 상업시설로의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각 대상에

서 일어나는 관광행위가 ‘구매하다’ 와 ‘식사하다’로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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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맥락적 관광거점 2: 수원시 인계동

3.3.1 대상지역의 도시 공간 현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수원시의 동부

에 위치한다. 남북으로 인계로와 효원로가 동서로 경수대로(1번국도),

권광로로 구획된 블록이다.

그림 92 인계동 중심상업지구 (1998) 그림 93 인계동 중심상업지구 (2013)

수원 시청을 중심으로 계획된 신도심 지역으로써 격자형 도시체계

를 갖고 있다. 도로 체계와 블록에 있어서는 1998년의 형태가 2013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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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체계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의 가로는 지역을 구획하는 폭 20m 이상의 도

로, 지역 내 에는 폭 10m 도로, 8m 도로, 6m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남북, 동서로 가로지르는 10m 도로가 메인 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8m 도로가 10m 도로를 연결해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청 북쪽의 두 개 블록에 폭이 6m

이하의 도로가 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대형 상업 건물이 많

은 외곽에서 안쪽으로 차로의 위계가 낮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94 수원시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의 가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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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지

필지에 있어서 대로변 블록은 형태는 장방형, 정방형에 가깝고, 면

적이 평균 1,520 제곱미터 내외의 필지로 나눠져 있다. 반면에 이면 블

록에서 교차로에 면한 필지들은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나머지 필

지들은 세장형의 필지들이 많다. 필지의 최소 전면 폭은 8m이고, 최소

면적 필지는 176 제곱미터이다.(1033-10번 필지)

그림 95 필지 분포

3) 프로그램

중심상업지역의 프로그램 분포를 보면 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56%) 그 다음으로 주점(19%), 모텔(숙박시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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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8%), 공공기관(1%) 순으로 분포가 나타난다. 전형적인 유흥지역

으로 낮에는 음식점, 업무시설, 공공기관이 주 영업 업종이고, 저녁,

밤에는 주점과 모텔(숙박시설)이 주 영업 업종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3.3 장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모텔(숙박시설)이다.

3.3.2 관광객 급증에 의한 도시 공간 변화

2011년부터 이 지역 모텔 9곳의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인 관광

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영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200개의 객실을 공

급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지

원 계획을 세우고 관광숙박시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

이다.

연번 업소명 총 객실 수 제공 객실 수

1 A플러스 24 20

2 필드 24 20

3 아카페 34 20

4 케이 32 20

5 캐슬 24 20

6 카메오 40 20

7 씨씨(CC) 27 20

8 엠 32 20

9 큐 40 20

총 10개 업소 200

표 11 참여 업소 리스트(경기관광공사 제공)

본 장에서는 본래 관광 숙박시설 목적이 아닌 모텔이 자생적인 방식

으로 관광객을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도시 공간의 변화를 프로그램, 개

별 모텔 건물과 가로공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모텔, 주변 상업시설의 전체적인 분포를 통해서 각 요

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개별 모텔 건물, 주변 상업시설, 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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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3.3.2.1 중심상업지역 내 관광 숙박시설 분포 분석

1) 전체 분포 분석

그림 96 전체 분포

인계동 중심상업지역 전체 77개 모텔 중에서 관광 숙박시설 영업을

하는 모텔은 현재 총 9개 모텔이다. 전체 블록을 남북으로 구분하여

보면 북쪽 5개 블록에 6개, 남쪽 2개 블록에 3개의 모텔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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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모텔들의 분포를 보면, 모텔과 주변 상업시설이 모여서 그룹

을 이루고 있는 시설과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주변 상업시설과 1:1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이 있다.

기존 모텔이 관광숙박시설 영업을 위한 전제 조건은 ‘조식 제공’이

다. 법적으로 관광 숙박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으로 모텔 건물 내에서

식당, 주방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텔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에서는 조

식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조식 제공을 하는 식당을 기준으로 연계된 모텔을 조사한 결과를 정

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조식 제공 식당 연계 모텔 (2013)

큰집돌솥설렁탕

(인계동 1034-12)

케이프타운 모텔, 아가페 모텔,

에이플러스 모텔, 필드 모텔, 캐슬 모텔

마포 참나무 족발
& 참숯가마 화로구이
(인계동 1017-5)

큐 모텔, M 모텔

수라깐
(인계동 1030-6)

씨씨 모텔

논골집
(인계동 1041-5)

카메오 모텔

표 12 조식 제공 식당과 연계 모텔 (연구자 조사자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당과 모텔은 100m~200m 거리 안에서 연계되

는 관계에 있다. 이를 반경 100m 원을 모텔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크게 2개의 모텔 그룹과 2개의 개별 모텔로 나눌 수 있다.

전체 분포 분석에 따르면 모텔과 식당은 거리에 제한을 가지고 관계

를 맺는다. 이는 관광객의 행동반경, 이동시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반경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는 편의점, 주점도 분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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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관광객 밀도가 높아지는 시간대의 시설 분포

와 일반적인 상업시설 이용 시간대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97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전 7시 – 정오 – 저녁 7시 이후 – 심야시간

(검정색 : 관광객 이용 시설 / 회색 : 일반인 이용 시설)

오전 7시에는 숙박시설인 모텔에서 조식을 위해 인근 한식당을 이

용하면서, 관광객 밀도가 짧은 시간에 높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일반

인 이용 밀도는 낮게 나타난다. 조식 시간 이후 낮 시간부터 관광객이

숙박시설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일반인 이용 밀도만 발생한다. 다시 관

광객이 숙박시설로 돌아오는 저녁 7시 이후부터 관광객 밀도와 일반

인 이용 밀도가 같이 높게 나타나면서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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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인계동 일원 분석 대상 분포

이후 심야 시간으로 넘어가면 관광객은 숙박시설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심야 시간에 주점, 모텔의 이용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인계동

상업지역과 같은 유흥가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1~2

인 고객을 수용하던 모텔에서 단체 패키지 관광객을 수용하게 되면서

일부 모텔에 특정 시간에 이용 밀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앞서 전

체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관광 숙박시설 주변 100m 반경 내에서는 이

러한 변화가 주변 주점, 편의점, 음식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8 인계동 주점 그림 99 인계동 편의점

3.3.2.2 개별건물과 가로

앞선 전체 분포 분석에서 구분한 2개의

그룹과 2개의 개별 모텔에서 3가지 대상을

개별 모텔 건물 건축적 변화와 가로 공간

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각각의 대상은 A, B, C 로 구분한다.

대상 A : 케이프타운 모텔, 아가페 모텔,

에이플러스 모텔, 필드 모텔, 캐슬 모텔

대상 B : 큐 모텔, M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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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A : 케이프타운 모텔, 아가페 모텔, 에이플러스 모텔, 필

드 모텔, 캐슬 모텔

그림 101 A : 케이프타운 모텔, 아가페 모텔, 에이플러스 모텔, 필드 모텔, 캐슬 모텔

대상지의 1, 3, 4 모텔은 인계동 1034-12번지의 한식당 ‘큰집돌솥 설

렁탕’과 연계되어 있다. 세 모텔이 각각 20 객실씩을 관광숙박시설로

개조하여 총 60객실을 제공하고 있고, 조식 제공은 한 개의 식당에서

하고 있다. 모텔 앞 도로는 폭이 8m인 일방통행로로 주정차 금지구간

으로 설정되어 있다. 불법으로 관광버스가 주정차를 하는 경우 통행을

전면 방해하기 때문에 해당 모텔에 방문하는 관광버스는 인근 유료

주차장이나 조식을 제공하는 한식당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5번

캐슬 모텔의 경우 단독으로 인계동 1023-3번지 한식당과 연계하여 조

식을 제공받고 있다.

그림 102 케이프타운 모텔 / 플러스모텔 / 필드모텔의 주 출입구

: 2011년 이전과 비교 했을 때, 주차장을 가리던 천을 제거하였다.



- 85 -

관광객 수용을 위해 모텔 건물의 주 출입구를 개방적으로 바꾸었다

는 점을 제외하면 건물 외관상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31)

모텔에서 100m 반경 내에 편의점 2곳과 주점 2곳이 있다. 이들 상

업시설은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외부입면에 중국어로 쓰인

메뉴판, 가격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A 그룹에서 모텔과 주변 상업시설이 작동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관

광호텔의 운영방식과 같다. 일반적인 관광호텔에서 호텔 내부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기능들을 대상지에서는 각각의 서로 다른 상업시설이

시간대별로 나눠서 수행하고 있다.

2) B : 큐 모텔, M 모텔

그림 103 B : 큐 모텔, M 모텔

큐 모텔과 M 모텔은 인계동 상업지역에서 서남쪽에 위치하는 두 개

의 모텔이다. 이 두 모텔은 한식당 ‘마포 화로구이’와 연계하여 조식

제공을 하고 있다. 그룹 A의 모텔들과 다르게 큐 모텔, M 모텔은 모

31) 모텔 출입구는 업종의 특성상 주차장까지 가리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런 점은 관광객이 접근하

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모텔에서 바꾸길 권장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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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앞의 일방통행로가 주정차금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이용한다.

그림 104 M 모텔 주출입구

(2011, 주 출입구를

폐쇄적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림 105 M 모텔 주출입구

(2013, 개방형으로 개조된

입구)

그림 106 큐 모텔 주출입구

(중국어로 ‘환영합니다’가

적혀있다)

2011년 이후 관광객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M 모텔은 주출입구를

개방형으로 개조하였다. 2011년에 모텔 주출입구의 구성은 양 옆의

4m 높이의 기둥에 주차장과 모텔 출입구를 가리는 구조물이 설치되

어 있었지만, 현재는 기둥과 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름막을 해체하였

다. 이전에는 구조물로 출입구 높이가 승용차만 출입, 접근이 가능했

지만, 지금은 주차장에 관광버스도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림 107 (좌) 가림 구조물 해체 이전 / (우) 가림 구조물 해체

이후 주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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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소결

그림 108 인계동 모텔 밀집지역이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방식

수원시 인계동의 모텔 밀집지역이 관광객을 수용하는 방식은 앞서

다뤘던 맥락적 관광거점인 이대상권, 비 맥락적 관광거점인 마포구 일

원과 차이가 있다.

오랜 시간 발달해온 상권에 관광매력물의 특성이 더해진 맥락적 관

광거점으로써 도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난 이대 상권과 지역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 주요 관광 거점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비 맥락적 관

광거점이 되어 도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난 마포구 일원과 달리 수원

시 인계동 지역은 기존의 도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관광거점이 형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계획적 의도나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의

도로 만들어진 시설 아니었던 ‘모텔’이라는 숙박시설이 모텔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광 시스템의 일부로 편제된 것이다. 마포구 일원의

관광거점이 주변 도시 조직과 용도에 있어서는 비 맥락적이지만, 사

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맥락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수원시 인계동 모텔 밀집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이 부

족했던 숙박시설의 기능을 수용하게 된 가장 비 맥락적인 관광거점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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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객 급증에 의한 도시 공간 변화의 의미

4.1 도시 공간이 급증한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방식

4.1.1 매력물-인프라-프로그램

앞서 분석한 세 관광거점을 형성하는데 작용한 요소는 ‘관광매력물’,

‘인프라’, ‘프로그램’이다.

그림 109 각 관광거점 별 매력물-인프라-프로그램의 관계

이대 상권 매력물-인프라가 관광 거점을 형성한 주요 요소이다.

이대 상권은 이화여대와 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의류,

잡화 판매업과 미용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지역으로 쇼핑 관

광 거점으로 작동해왔다. 이후 2010년대에 이르러 이화여대가 중국인

들 사이에서 관광 명소로 알려지며 관광매력물 요소가 되었고, 신촌역

공영주차장이 관광버스를 수용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면서 새로운

관광거점이 되었다. 그 결과 인프라와 매력물을 잇는 이화여대길과 이

면블록이 관광객을 수용하는 가로 공간이 되었다. 가로 공간을 구성하

는 요소는 가로 정비 사업을 통해 형성된 보행로와 관광객의 영향으

로 나타나는 개별 상업시설이다. 즉, 매력물-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거점이 되면서, 이대 상권의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었다.

마포구 일원 인프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서울 서남

지역의 주요 관광 거점인 월드컵 경기장, 서울 외곽 서북부 관광거점

(임진각, 3.8선, 자유의 다리)으로 10분~ 1시간 이내에 연결되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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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인프라)가 마포구의 공간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입지

(location)의 이점을 기반으로 짧은 시간동안 일어날 수 있는 관광행위

인 ‘쇼핑’, ‘식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이 마포구 성산동, 합정동, 연남

동에 형성되었다. 마포구는 매력물이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

고, 주거지역에서 형성되어 주변 맥락과 관계없이 형성된 비-맥락적

관광거점이라 할 수 있다. 상업시설은 관광객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주변 상업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고, 음식점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그치는 차이도 발견된다. 또한 각각의 상업

시설과 음식점은 관광버스를 수용하기 위한 주차공간이 요구된다.

인계동 모텔밀집지역 모텔의 관광숙박시설화로 형성된 관광거점

으로써 인계동 지역은 기존의 도시 프로그램이 중심요소로 작용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광 수용 시설이 가로체계에 따라 형성되거나,

매력물을 기준으로 분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중심상업지역 블

록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텔을 중심으로 관광거점화가 이루어

진다. 그 결과 관광숙박시설의 시스템을 모텔과 모텔 주변의 상업시설

이 나눠서 수행하게 되었다.

이들 세 관광거점의 형성 요인과 작동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만, 공통적으로 관광 밀도를 수용하는 중심 시설에서 주변으로 연쇄적

인 반응이 나타난다.

4.1.2 단일 관광행위를 위한 도시 공간

각 관광 거점은 단일 관광행위를 위한 도시 공간을 만든다. 각각의

사례에서 전용 화장품 면세점, 기념품점, 숙박시설이 된 모텔, 관광객

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이 있다.

단체 패키지 관광 시스템 패키지 관광 시스템은 이동수단, 식사시

간과 장소, 방문할 관광 거점, 숙박시설까지 결정해서 관광객에게 제

공한다. 관광 행위의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서 제공되고, 관광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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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기 때문에 관광행위 = 장소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관계가 된다.

기존 관광거점에서 수용과 만족이 어려운 기능 관광객 밀도가 증

가하면서 기존 관광거점에서는 식사, 숙박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경제성을 고려할 때 질적으로 일정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있다.32)

예를 들어 분석대상인 마포구 일원의 대상 C(동교로~성미산로~연희

로)의 음식점은 중국인 관광객의 식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지역은 사회·문화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화교 밀집 거주 지역이다. 따

라서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 다수 존재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한 기존 관광거점에 비하여 가격

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적으로 기존 관광거점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단

일 관광행위를 수용하게 된다.

그림 110 외부로 수용되는 비 맥락적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관광일정상 일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점

유하는 ‘식사’, ‘쇼핑’ 행위와 일정의 시작과 끝이 되는 ‘숙박’ 행위가

있다.

32) “2011 국가별 방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행시 숙박, 식사에 대한 만족도, 선

호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만족도에 있어서 일본 3.6 / 중국 4.0 / 미

국 4.4으로 전체 평균 3.92와 비교 해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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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상) 이화여대 3길

교차로 / (하) 3길 교차로 서쪽

4.2 관광객 – 내국인의 시·공간의 공유

4.2.1 주변 도시 공간과의 경계 형성

그림 111 주변 도시 공간과 관광객 밀도가 발생하는 도시 공간의 경계

이대 상권과 마포구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관광객

밀도에 반응하는 도시 공간과 주변 도시 공간사이에 경계가 형성된다.

상업 가로에서 형성되는 도시적 경계 이대

상권에서 관광객 밀도가 유입되는 범위는 이화

여대길과 이화여대길 안쪽의 이면 블록이다.

이면블록의 이화여대 3길, 5길, 7길, 1안길에 의

류 잡화 판매점이 분포하여 가로 공간을 형성

하고 있다. 이 이면블록에서 남북으로 이어지

는 3길과 1안길에서 서쪽이면블록으로 관광객

밀도가 수용되지 않고 경계가 형성된다. 이는

프로그램 적으로는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적 기능이 단일행위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

과, 인프라와 매력물을 중심으로 활동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로 공간을 점유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축을 벗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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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업시설의 경우 개별 상점에 있어서도 주변 상점과 입면과 가

로 공간 쓰임에 따른 경계를 만든다. 입면의 구성과 재료, 가로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요소를 갖기 때문이다.

그림 113 명동 상권의 ‘코스메 로드’ 그림 114 명동 화장품 매장 입면

명동상권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이래로 명동 상권의 중앙로, 충무로, 명동 길을 중심으로 ‘코스

메 로드’ 라는 특정 가로가 형성되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

면서 화장품 판매점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앙로, 충무

로, 명동 길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다. 세장형 필지와 합벽 건축이 허용

된 명동 상권에서 인접한 화장품 매장들은 건물 전면을 한류스타의

사진을 통해 입면을 구성한다. 일종의 수평적 클러스터를 만들어 ‘코

스메 로드’라는 길로써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주변 도시 공간과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폐쇄적 내부 공간 마포구의 건강 식품점, 화장품 면세점은 상업시

설이지만 주변 주거지역의 거주민, 내국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이

다. 각 면세점은 폐쇄적인 입면을 갖는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붉은색, 노란색을 사용한 입면과 중국어로 쓰인

안내판으로 입면을 구성하면서, 내부 공간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류스타의 사진으로 전면 유리를 가리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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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폐쇄적으로 형성되는 경계

세점도 있다. 그리고 내국인, 외국

인인 경우 개인인 경우에는 상점

입구에서부터 철저하게 출입을 제

한한다.

그 결과 관광객에 의해 점유되는

상업시설은 주변 도시 공간과 유리

된(遊離) 내부 공간을 가진다.

4.2.2 시·공간의 공유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가능성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높은 밀도로 도시를 점유하면서, 그

안에서 내국인과 도시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도시 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관광사 사

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관광버스 주차 공간 문제 단체 패키지 관광객을 실은 45인승 대형

버스는 넓은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형 버스용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관광버스 주차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3

장의 분석 대상 지역 모두에서 발견되는 문제로 관광버스가 기존 내

국인 거주자들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거나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차량 통행에 영향을 준다.

이대상권의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8대)이 있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시간당 주차 가능 대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주차장 앞 도

로에 노상 주차를 하는 실정이다.

주거지역인 마포구는 기존 거주민들의 안전유지와 주차환경에 있어

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업시설 주변에서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

건수는 하루 373건, 일주일 2500 여건에 이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

자 마포구에서 상업시설 업주들에게 인근 대형버스 주차장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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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33) 그러나 해당 주차장들은 상업시설과 거리

가 떨어져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 문제

가 원활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주기적 공간 점유의 가능성 외국인 관광객의 일정은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도시 공간을 점유한다. 예를 들어 숙박은 22:00 ~ 08:00 까

지 수원시 인계동 모텔, 식사는 12:00 ~ 01:00 / 18:00 ~ 19:00 까지 서

울 마포, 종로의 한식당, 쇼핑은 14:00 ~ 17:00 까지 마포 면세점, 기념

품점에서 일어난다.

그림 116 일정표와 점유되는 장소

모텔 매매 정보 사이트(gongsil.com)의 기준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모텔 공실률이 20%라고 한다. 따라서 인계동 모텔지역에서 평균적으

로 500객실이 공실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텔 객실의 숙

박 이용은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며, 일주일을 단위로 금, 토, 일요일에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게 되면

주중 시간에 빈 모텔 객실의 이용률을 높일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인

계동 모텔 밀집지역의 경우 200 객실이 관광객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인계동 지역 전 모텔에서 제공하는 객실 수가 약 2500 객실이라

했을 때, 약 8%정도를 관광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안에서는 시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쓰이지 않는 공간

(under-used space)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관광객 증가와 단체 관광객이 도시 공간을 시간적으로 점유하는 방식

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33) 2012년 6월 마포구에서는 지역 내 관광기념품 판매 업주들을 소집해 ‘관광버스 주차질서 확립

대책회의’를 통해 ‘월드컵경기장 앞’, ‘마포유수지주차장’, ‘한강공영주차장 망원지구’, ‘평화의공원

주차장(월드컵공원 내)’, ‘망원동차고지 주차장 ’, ‘모래내 주차장’ 총 6곳에 대형차량 주차장을 마

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시민일보,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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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으로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도시 공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관광

객은 서울 및 수도권 도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

다. 오히려 그들은 도시 공간에서 유유히 거니는 산책자(flaneur)가 아

니라 상공을 훑고 지나가는 활공자(planeur)34), 방문자(visitor)에 가깝

다. 방문자로써 관광객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도시 공간의 변

화는 도시 공간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축적해 나가는 거주자에 의

한 도시 공간의 변화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달라질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여러 관광 거점

으로 상정하였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누리는 도시 공간은 하나의 시

설, 하나의 도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광 활동에 동기

부여가 되는 요소는 쇼핑, 먹거리, 경치, 문화, 예술, 휴양, 놀이 등으로

다양한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각의 행위는 도시 속에서 다양

한 도시 공간을 가지는 시설과 지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관

광 행위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관광거점을 크게 맥락적 관광거점 / 비-맥락적 관광거점으

로 나누었다. 전자는 관광매력물이 거점지역 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으로 작용하고,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도시 공간이 역사적, 기능적,

도시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곳이다. 후자는 거점지역 내 혹은 인근지

역에 관광매력물이 있으나 관광행위의 중심이 되는 대상은 아닌 곳이

다. 또한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도시 공간이 역사적, 기능적 맥락에

기반이 약한 곳이다.

두 관광거점은 개별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일련의 시스템, 관광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도시 공간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정해진다.

34) 요시하라 나오키 지음, 이상봉·신나경 옮김, “모빌리티와 장소”, 2010, 심산출판사,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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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서울의 관광거점

이러한 관광거점을 관광객이 방문하는 일은 우리가 도시를 바라볼

때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무엇을 구매할지’, ‘어디서 무엇을

볼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이것을 경험할지’에 대한 관광사에 의해 구

체화된 경험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관광거점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맥락적 관광거점은 관광활동

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위를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비 맥락적 관광거점

은 단일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맥락적 관광거점

은 여러 행위를 수용하는 프로그램과 이에 해당하는 여러 시설이 모

여서 특정한 가로 공간이나 구역을 만든다. 서울 도심 관광거점, 명동

상권, 이대상권이 이에 해당한다. 비 맥락적 관광거점은 마포구의 대

상A와 같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점적인 거점, 대상 B와 같이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지만 아직은 구역을 형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동

하는 거점, 대상 C와 같이 ‘식사’라는 단일 행위만 수용하는 거점 그리

고 인계동 모텔밀집지역과 같이 ‘숙박’을 위해 기존 도시 기능이 전환

된 거점에 해당한다.

2010년을 전후로 관광 거점이 되면서 변화된 도시 공간을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세 개의 다른 대상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관광거점에

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도시 공간 요소인 매력물/인프라/프로그램으

로 설정했다. 이대 상권, 마포구 일원, 인계동 모텔밀집지역은 관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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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형성 요인과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력물-인프라-프로그램

의 관계의 차이를 보인다.

이대 상권은 매력물-인프라를 중심으로, 마포구 일원은 인프라-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인계동 모텔밀집지역은 프로그램을 중심요소로

작용했다. 세 관광 거점은 도시 공간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주체가 있

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개별 시설과 시설 주체들의 공동체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이대 상권의 경우 도시 계획이 관광객

밀도를 수용하는 가로 공간과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지만, 특

정 상업시설의 증가와 기존 업종의 공간적 변화는 자생적인 힘이 작

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측면이 맥락적/비 맥락적 성격을 부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관광거점에 있어서 비 맥락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도

시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있는 경우와 지

역 공동체의 자생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전

자는 마포구 일원, 후자는 인계동 모텔밀집지역에 해당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도시를 관찰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위치적

인 이점, 프로그램의 요구, 용도의 분포와 같이 결정적인 요소만을 고

려 할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공간, 기능, 자

생적으로 발달하는 공동체의 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

해준다.

그리고 관광행위의 중심이 되는 시설에서 거점이 만들어진 이후의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 맥락적 관광거점은 형성 방식이 결

정적이든 자생적이든 중심 시설에서 주변으로 연쇄적으로 변화를 일

으킨다는 점이다. 주로 프로그램에 있어서 2차 시설이 형성되는 경우

가 많지만, 마포구나 인계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변화를 수

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비 맥락적으로 형성된 도시 공간이

밀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스스로의 맥락을 갖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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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다룬 현상은 2013년 현재도 꾸준히 진행 중인 것이다. 서

울 및 수도권을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한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10년 뒤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

다. 그리고 이 현상 속에는 관광객 밀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도

시 공간 요소,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모빌리티의 발달, 글로벌화로 방

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내국인이 같은 도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보

편적 상황이 된다면 도시 계획, 건축 계획에 있어서 이런 민감하게 반

응하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요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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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ly, driving forces for changing the urban space are

coming from the residents living in the city.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around 2010

under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As a result, high density of chinese

tourists occupy the space of metropolitan Seoul, and as

temporary visitors they are actually changing the urban

space. In this paper, we want to find out how the tourism

system define the urban spac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mobility’ and urban

space in the networked city.

Objects of analysis are including the tourist hubs exis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Various activities like shopping,

gourmet, landscape, culture, art, recreation, playing, etc.

affect on motivation of tourists. And these activities have

specific regions, facilities and places as a spatial background.

So I classified them into contextual tourist hub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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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ntextual tourist hubs.

These tourist hubs do not work individually. The contextual

tourist hubs correspond to the complex behavior of tourism.

Otherwise the non-contextual tourist hubs are formed for the

single activity like eating, shopping, sleeping. Each of them

is working as a part of the tourism system and making up

“the narrative mobility“.

It is the objects of research : commercial district around

Ewha Women's University, a specific area of Mapo-gu,

central commercial district of In-gye-dong in Su-won city.

The urban space elements that form the tourist hub spaces

are ‘attraction’, ‘infrastructure’ and ‘program’. Three tourist

hubs have not been formed by urban planning. It is a space

which is formed spontaneously by the community of facilities

and the individual premises.

In the case, commercial district around Ewha Women's

University, the urban planning contribute to develop

commercial street and infrastructure(;Sin-chon station public

parking lot). At the same time, spontaneous force driven by

both each stores and the local commercial community also

affect to increasing the cosmetic stores and changing spatial

elements of other stores. But in the Mapo-Gu area, existing

urban structure and function decisively contributed for

tourism place. The last case, In-gye-dong central commercial

district, there are a lot of motels. This functional specialty is

making a new place-ness of tourism.

With the formation of tourism hub space, there are

chain-reaction of surrounding urban space. Some make a

spatial boundary, others share a local space and place with

the visitors. The reaction is mainly making secondary facility

as a tourism program. But in the Mapo-G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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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ye-dong’s case, this change actually involves physical

change of urban space.

Through the analysis, there are urban region, urban space

element and urban program sensitively responding to density

of tourists. Development of mobilities, increase of foreign

tourists because of Globalization, sharing urban space with

visitors would be common situation in Seoul area. Therefore,

this kind of approach is significance in the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keyword : mobility, tourist, urban tourism, tourist city,

place-ness, narrative mobility, change of urba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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