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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 도심에 위치한 삼청동은 가로 활성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업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 수와 
임대료 수준은 삼청동 지역의 계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상
업 업종과 가로경관의 변화가 그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삼청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상업 업종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개별 건축
물의 입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는 삼청동 지역 내 보행우선도로인 북촌로5가길, 율
곡로3길의 가로변 건물이며 이들 건물에 입점한 업종의 변화와 건
물 입면 개방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업종의 변화는 각 상점에서 어떠한 상품·서비스를 취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매업, 서비스업, 문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 
이후 삼청동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가로변 건물들에 상업시설이 입점
해 있고 삼청동 지역의 초기 활성화 요인이었던 문화시설들은 감소
하여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종으로 대체되는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 
계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업종의 구성을 살펴보면 카페업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고 소매업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주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외
관을 지닌 패션업종으로의 변화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세간에 유
행하는 저렴한 소품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의 판매를 중시
하는 잡화·화장품점이 등장하였다.

건축물 입면 변화는 보행자가 건물을 대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
여 보행자의 상점 인지와 관련된 시각적인 개방도와, 보행자의 상점 
출입행위와 관련된 물리적인 개방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각적 
개방도의 분류 기준은 입면 면적 대비 실외로 개방된 부분의 면적으
로 하여, 폐쇄형, 40% 이하, 40~80%, 80%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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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개방도는 출입구의 형태와 폭을 기준으로 하여, 출입구 없
음, 외여닫이형, 쌍여닫이형, 완전개방형으로 분류하였다.

시각적으로는 40% 이상의 개방도를 보이는 건물의 수가, 물리적
으로는 넓은 출입구를 가진 건물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입면 대부분
을 출입구로 활용하는 완전개방형의 입면 형태가 출현하여 건물과 
가로의 물리적인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가로를 향한 건물의 개방도
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업종에 따른 입면의 형태는 소매업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도를 가진 건물의 출현 빈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
스업의 경우 시각적·물리적 개방도의 구성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
고 있다. 소매업, 서비스업, 문화 순으로 개방도가 큰 건물의 비중이 
높고 2010년 이후 새로 등장한 잡화, 화장품 등의 소매업에서는 높
은 수준의 시각적·물리적 개방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행자들에게 각 매장에서 다루는 상품을 보행자들
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품과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건물의 입면의 형태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개방도를 높이거나 출입구의 폭을 넓혀 건물을 향한 가로에서의 접
근성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상업가로로서 특색을 가졌던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
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발생에 따라 나타나는 업종의 변
화와 건축물 입면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업종의 변화와 건
축물 입면의 변화간의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상업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변모하는 과정
에 대하여 물리적인 형태의 차원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삼청동, 젠트리피케이션, 상업화, 입면, 개방도
학  번 : 2014-2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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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관광지별 외국인 방문객 방문률의 변화
출처 : 금기용, 서울관광의 질적 내실화 방안, 서울연구원, 2014, p.9.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 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주거지인 삼청동은 가로 활성화에 따른 젠
트리피케이션 및 상업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한적한 주거지였다가 1961
년 국무총리공관(삼청로 95; 삼청동 106-11), 1963년 감사원(북촌로 112; 
삼청동 25-23), 1979년 한국금융연수원(삼청로 118; 삼청동 28-1) 등 국
가기관들이 입주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들이 생겨나다가 1990년
대 이후 임대료가 오르고 상업화가 이루어진 인사동일대에서 활동하던 예
술가들에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한적한 환경을 지닌 삼
청동이 대안으로 발견되면서 갤러리·공방 등의 문화·예술시설이 입지하기 
시작하였다(이경옥 등, 2006; 정지희, 2007; 송미경, 2008; 이찬, 2008). 
이후 삼청동이 주요 여가·소비공간으로서 지역의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곳의 자산 가치 및 임대료의 상승 추세가 두드러지고 그에 따라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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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예술기능이 상업기능으로 바뀌
면서 삼청동 지역의 상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김봉원 등 2010; 한
정훈, 2010; 박진아 등, 2013).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상업시설들을 “창
의적 소매업”(김희정, 2010), “문화상업시설”등으로 지칭하며 나름의 특색
이 있는 상업가로로서 알려져 있다.

한편 삼청동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
국인 방문객들의 방문률은 2007년 5.6%, 2009년 20.4%, 2013년 33.0%
로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이와 함께 지대(땅값·임대
료·권리금)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부분의 주요 가로
변 건물들의 상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점의 상호·업종의 변
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은 변화하게 마련이다. 변화
해가는 상업지역의 특색을 이야기할 때 그 상업지역에 입점해 있는 상점
들의 업종에서 그 특색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로경관 또한 지역의 특색
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강내희(1995)에 따르
면 소비공간으로 활성화가 된 곳은 경관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니게 되어 
시각적인 경험이 지배적인 ‘스펙터클’을 형성한다. 즉 경관의 변화가 두드
러진다는 뜻이며 더욱이 기존에 주거지였던 곳이 상업화된 곳일 경우 그
러한 장소의 매력요소로서 휴먼스케일 등의 물리적인 형태에 중요성이 더
해진다. 그 중에서도 각 건물의 입면은 가로에서의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어 가로공간에 흥미와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계요소이며
(Spreiregen, 1965; McCluskey, 1979; Carmona, 2003), 전면공간의 이
용 또한 상업시설로의 변화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정은욱, 양우현, 2002; 김신성, 2013)

그동안의 삼청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업종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거
나(정지희, 2007; 김봉원 등, 2010) 그 공간의 이용자를 중심으로(한정훈, 
2010) 연구되어 왔다. 상업화가 진행될수록 개별상점을 통한 장소인식이 

1) 금기용, 서울관광의 질적 내실화 방안, 서울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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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에 대한 총체적 장소인식보다 부각된다(김희진, 2015)는 연구결
과로 미루어볼 때, 개별 건물의 물리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상업
화된 장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삼청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상업 업종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보행자의 활동 
차원에서 가로경관과 개별 건축물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
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상업가로로서 특색을 가졌던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발생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물리적인 형태의 차
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상업시설이 입점한 건축물 
입면의 물리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2)

2) 연구 대상 범위를 북촌지역으로 넓혀보면, 건축물과 가로공간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주로 한옥마을로서의 북촌에 주목하여 한옥이 조성하는 가로경관을 분
석하거나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송인호 등, 2006; 이미하, 2007). 제1종
북촌지구단위계획(2010, 서울특별시)에서도 건축물에 대해 한옥인지 아닌지가 
규제 적용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옥건축이 
아닌 상업시설이 입점한 일반건축물에 초점을 둔다.



- 4 -

1.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2.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삼청동(행정동)을 구성하는 7개의 법정동 가운데 
소격동, 화동 일대3)이며, 이곳을 지나는 주요가로 가운데 북촌로5가길과 
율곡로3길4)로 정한다(<그림 2>). 이 지역은 삼청동 가로 활성화 과정에서 
과거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며 주거지역의 상업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
던 장소이다. 이 가로들에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별도의 인도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보차의 구분이 없는 보행우선도로이다. 가로의 폭은 약 5m 
정도로 보행자들이 가로에서 양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과 입점해 있는 시설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각 건물에 접근이 
용이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가로에서 보행
자들의 건물에 대한 상호작용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북촌로5
가길과 율곡로3길을 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1.2.2.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이 연구에서는 이미 상업화가 이루어진 주거지역의 주요가로의 경관을 
관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과거 1990년대에 주거지역이며 한정된 수요를 
가지는 근린상업시설들이 있던 시기(정지희, 2007; 김봉원 등, 2010)가 아
닌, 2010년대 이후, 이미 주요 가로 변 건물들이 상업시설로 그 용도를 
전환한 이후의 시점을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의 방법으로 
삼을 포털사이트 로드뷰 서비스5)가 제공되는 시점으로 시간적 범위가 한

3) 본 연구의 대상 범위로 법정동으로서 삼청동은 포함되지 않으나 대개 법정동 
경계와는 무관하게 삼청동으로 통칭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역을 통칭할 
핅요가 있을 경우 삼청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4) 현재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기 이전에는 북촌로5가길은 ‘화개길’, 율곡
로3길은 ‘감고당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사
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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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 북촌로5가길, 율곡로3길 

5) 다음지도(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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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촌로5가길
율곡로3길 - 6월 11월 3월 4월 - 4월 7월

<표 1> Daum지도 로드뷰 서비스 제공시점(2015년 11월 현재)

정된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드뷰 이미지의 과거 시점은 아
래 <표 1>과 같으며 이 연구에서는 변화를 관찰할 시간의 간격을 일정하
게 두기 위하여 2009년, 2012년, 2015년을 택하며 그 외 시점의 자료는 
연구 대상 시점의 변화에 대한 참고용도로 활용한다. 

1.2.3. 연구의 대상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은 대상 지역 내 가로변 건축물들이며 특히 이 건
물 내에 입점해있는 상업기능들과 이들 건축물이 가로와 관계하는 형태, 
그 가운데서도 가로를 향해 개방되어 있는 정도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각 건물들의 용도와 입면의 형태의 변화가 이 연구의 대상이다. 이 때 같
은 건물 안에서도 복수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마다 입
면의 형태와 용도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각 건물을 
입점해 있는 매장의 수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을 분석의 단위
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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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개별 상점의 업종과 입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을 유형화하여 
그 분류에 맞게 시기별 등장 빈도를 비교한다.

삼청동에 입점해 있는 업종들의 현황과 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 3월과 8월에 각 1주일간 주중 오후와 주말 낮 시간을 이용하여 
대상지 모든 건물에 대한 심층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업종의 
구분과 입면형태의 유형화의 틀을 설정한다. 포털사이트 로드뷰 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현재와 과거의 이미지자료를 통해 업종과 입면 형태를 조사
하여 유형별로 분류한다. 첫째로 업종을 구분하여 그 변화 양상을 통해 상
업화의 진행 방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건축물의 입면 개방도를 시각적 개
방도와 물리적 개방도를 구분하여 각각의 분류 기준을 세우고 업종과 마
찬가지로 건물의 개방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업종과 건물의 개방도 사이의 관계
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상점의 점주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
뷰를 통하여 조사된 건축물 업종 및 입면 변화의 배경과 동향을 더하여 
도시공간의 변화 특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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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배경 · 목적

연구의 범위 · 대상 연구의
방법 · 구성공간적 시간적

⇩
선행연구 고찰

상업화 과정과
건축물의 변화

삼청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
업종 변화 분석

업종 조사 빈도분석 개별 변화 분석

⇩
입면 개방도 변화 분석

시각적 개방도 물리적 개방도

조사 빈도분석 조사 빈도분석

⇩
업종과 입면 개방도의 관계

⇩
결론

<그림 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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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2.1. 상업화 과정과 건축물의 변화

가로와 건물이라는 요소는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으며, 외부활동과 가
로의 속성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Spreiregen, 1965; McCluskey, 
1979). 일반적으로 건물의 입면은 오픈스페이스의 경계를 형성한다. 건물
의 입면이 가지는 태도에 따라 오픈스페이스의 속성이 결정되는데 사회적
인 상호작용을 유발하는지를 기준으로 능동적 정면과 수동적 정면으로의 
구분이 가능하다(Carmona, 2009). 이러한 건물의 태도는 대개 입면의 구
성 형태에 따라 규정된다. 특히 상업공간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발
생하는 곳이므로 능동적인 입면의 형태를 주로 가지게 된다.

활성화된 상업가로와 이에 면한 건축물의 공간 특성에 있어서는 용도다
양성, 앵커테넌트, 파사드개방성, 가로변리듬감, 옥외 영업공간, 출입구 접
근성 등이 제시되었다.(전강호 등, 2014). 또한 입면특성으로는 건물의 입
면 유형에 따라 사인(sign)제공형, 내부조망형, 외관개방형, 가로노출형 순
으로 가로와 건물의 관계성이 높아져 상업가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제
시되었다(양우현 등, 2002). 가로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보도폭, 공공용지, 건축물 전면폭과 가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연속성, 가로
에 접하는 건축물의 저층부 용도 등을 들 수 있다(이승필 등, 2006; 차호
철 등, 2011).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상업기능이 명확한 곳에서 활성화가 이루어
졌거나 도심재개발지구 또는 의도적으로 조성된 가로형 상업지역을 대상
으로 가로와 건축물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
지인 삼청동은 오래 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필지의 크기,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상업지역의 건물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삼
청동은 젠트리피케이션·활성화 과정을 겪은 장소로서 점점 상업가로로서의 
건축물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에서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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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 상업가로의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
들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은 주거지의 상업화와 활성화에 대한 보
다 풍성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청동과 유사하게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상업화·활성화와 관
련하여 물리적인 환경 변화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이명주(2013)는 가로수길 서쪽(신사동)을 대상으로 상업의 유입에 따른 
도시조직 및 건축물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로수길의 상업화에 따른 배후주
거지의 변화를 도시조직과 건축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건축물
에 대해서는 외형보다는 용도, 평면, 입면, 규모를 16개의 사례를 통해 분
석하였으며 상업시설의 침투로 인한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평면·입면의 변
화가 나타나며 특히 저층부의 변화가 도로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형태로 
관찰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인성 등(2013)도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2012
년까지의 변화를 관찰하여 건축물 용도에 집중해서 상업가로의 재활성화 
과정을 재확인하였다. 

김아람(2014)은 신사동 도산공원 주변의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건축물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이
며 제도의 변화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의 리모델링·신축, 그리고 최근의 
플래그쉽 스토어 형태의 건축이 있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홍(2012)는 논현동 주거지역의 상업화에 따른 건축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로 강남 특유의 슈퍼블록-소블록 구조의 도시조직과 법적인 
규제 아래에서 주거용도의 건물이 개발의 압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중규
모의 주거유형과 주거+상업의 복합건축을 택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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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강남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건축물 변화의 주된 요인을 모두 주거지역의 상업화로 인식하고 있
으며, 분석의 주된 내용으로 사람들의 이용 행태보다 건축물의 형태 자체
를 다루고 있다. 이는 주된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상업화가 일어난 특정 장
소나 가로보다는 배후 주거지 블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강북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다룬 연구로는 연남동을 대상으로 
한 김신성(201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문화소비관련 업종으로의 용도
변화에 초점을 두며 그에 따른 물리적 변화와 경험적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건물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례지의 분석을 통해 건축유형 및 용
도·프로그램, 그리고 오픈스페이스 이용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건
물들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형태로 가로와의 경계를 재구성한다고 정리
하였다. 

부산지역의 상업화된 주거지의 상점 파사드의 특성을 연구한 박상현 등
(2008)의 연구에서는 상업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파사드의 구성요소를 
세분화해서 가로의 유형, 업종에 따라서 분석하였지만 변화과정에 대한 논
의보다는 현재상태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였다. 

해외사례로는 차호철 등(2011)의 뉴욕 SOHO지역의 활성화 상업가로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활성화된 가로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 
차도, 건물(전면폭비, 저층부용도, 입면상업화 높이, 세장비), 가로시설물등
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로서 활성화된 가로의 물리적인 환경
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인 이용자 측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가로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 
다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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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연구대상 연구자 연도 주요내용

신사동 
가로수길

상업화에 따른 
건축물 변화 이명주 2013

변화 요인 분석
단독주택 → 다세대/다가구
주택
저층부 소매점 : 도로와의 
접근성 높여가는 방식
주거지 기능 유지

건축물 용도 
변화

이인성 
배재흠 2013 가로수길의 발전단계 분석

도산공원 
주변

주거지역의 상
업화와 건축물 
변화

김아람 2014

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
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
가로체계, 필지, 도시계획-
법규의 변화

논현 
1,2동

주거지역의 상
업화와 건축의 
변화

김성홍 2012
강남지역 기존 단독주택, 신
축·증축 후 중규모 주거와 
상업복합유형으로 변화

연남동 저층주거지의 
변화 김신성 2012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따른 

용도 변화와 물리적 변화

부산 
장전동

상업화된 주거
지의 파사드

박상현 
등 2008

상업화된 건물 파사드의 특
성을 가로의 유형과 업종에 
따라 분석

뉴욕 
SOHO

활성화 상업가
로 물리적 특
성 (가로)

차호철 
등 2011

보도, 차도, 건물, 가로시설
물
건물의 전면 폭 비율, 가로
와의 관계

<표 2> 젠트리피케이션·상업화·활성화 관련 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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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삼청동의 젠트리피케이션·활성화·상업화

특히 삼청동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활성화에 대한 연구의 동향으로
는 원인에 대한 연구와 변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삼청동의 젠트리피케이션/재활성화의 원인으로 문화소비공간, 즉 
갤러리를 들면서(김학희, 2007; 정지희, 2007; 이찬, 2008) 언론과 서울시
의 정책이 이를 촉진하였다고 보았다(한정훈, 2010). 삼청동 활성화의 요
인으로는 지대 등의 경제적인 조건, 방문자의 인식, 유동인구, 휴먼스케일, 
다양성과 경관 등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김흥순, 2010).

한편 삼청동의 재활성화로 인한 변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는 전반적인 
상업화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김봉원 등, 2010)에서 문화소비관련 소매업
의 입지(이경옥 등, 2006; 송미경, 2008; 김희정, 2010), 프랜차이즈 업체
의 입점(박진아 등, 2013), 음식점의 수와 종류의 변화(염지혜 등, 2014) 
등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위 연구들을 통해 삼청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로 인해 인사동 등지
에서 밀려난 문화예술 관련 업종이 입점하였고 이들이 형성하는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찾아들면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기존의 주거지와 문화예술시설들을 밀어내고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젠트리
피케이션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졌으며, 이는 미국 뉴욕 SOHO 지
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Zukin, 1989)과 유사하며 문화 기반 젠트리피
케이션에서 경제적 활성화가 강조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점(김봉원 등, 2010)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2010년 이전까지는 삼청동에 주로 문화소비
공간과 갤러리의 입지로 인하여 문화기반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모습
이 관찰되는 반면 2010년 이후에는 용도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상업화의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6) 한편, 삼청동 지역의 물리적인 변화를 

6) 삼청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다른 갈래로는 주로 ‘북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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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관심사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단지 창의적 소매업종 · 문화소비업종
들의 입점을 통한 장소만들기 방식을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경옥 등, 2006; 송미경, 2008; 김희정, 2010; 한정훈, 2010). 그마저도 
현재의 모습과 당시의 모습은 이미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어 이러한 변화
의 학술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거지였던 삼청동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겪은 
2010년 이후, 활성화된 가로가 겪은 개별 건축물들의 물리적인 변화를 주
된 대상으로 삼는다.

하여 한옥·역사경관 등을 그 주제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옥·역사경관보다는 
상점·소비경관에 초점을 맞춘다.

7) “건물의 외형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색다르게 디자인을 한 
건물이 많다.” (이경옥 등, 2006:30)
“기존 도시한옥 건물의 일부를 상가 특성에 맞게 개조” (송미경, 2008:34)
“주택의 일부를 개조해서 상점으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 ... 기존 가옥의 분위
기를 살린 개성 있는 외관을 지니고 있다.” (김희정, 2010:60)
“주로 한옥을 개조하였거나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상점들이 정독도서관쪽 길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한정훈, 2010: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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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세부사항 연구자, 연도

원인 · 요인 
연구

문화소비공간(갤러리)
김학희, 2007
정지희, 2007
이찬, 2008

언론, 서울시 정책 한정훈, 2010

경제적 조건, 방문자 인식, 
다양성과 경관 등 김흥순, 2010

변화 특성 
연구

창의적 소매점의 가치와 효과 김희정, 2010

상업화 과정 김봉원 등, 2010

문화소비관련 소매업 입지 이경옥 등, 2006
송미경, 2008

프랜차이즈 업체 입점 박진아 등, 2013

음식점의 수와 종류 변화 염지혜 등, 2014

건축물의 물리적인 변화 -

<표 3> 삼청동 관련 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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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청동 지역 업종 변화 분석

3.1. 분석의 개요

3.1.1. 분석의 목적과 대상

이 장에서는 삼청동 가로변 건축물 1층부에 입점한 상점의 업종의 변화
를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속하는 2010년경에는 이미 
가로변 건축물의 상업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는 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로의 구조와 폭, 필지의 크기, 건물의 높이 등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의 도시의 물
리적인 형태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언급된 삼청동 
지역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지목된 문화상업기능 및 창의적소매업들의 유
입과 유출 그리고 일반 소비기능들의 유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세부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상업시설의 업종 변화와 개별 건축물의 외관 
변화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변화 양상과 관계를 알아보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3.1.2. 분석의 구성

삼청동 가로변의 모든 건물에 대하여 어떤 품목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용도로는 제1·2종근
린생활시설, 소매점, 주택 등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적확하게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건축법 제1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4항에 의하여 법령에서 제시된 표에 따라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의 상호간 세부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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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설      명

소

매

업

패션 의류, 구두, 가방 등을 취급

액세서리 귀금속, 시계 등의 장신구를 취급

화장품 화장품, 세정제, 방향제 등을 취급

잡화 의류, 액세서리, 등 특정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비
교적 저렴하고 다양한 소품 및 완구류 등을 취급

화원 꽃, 화초, 허브 등 식물 취급

편의점 식료품 및 담배 등 일상품 취급

서
비
스
업

카페 커피 등의 음료를 주로 취급

식음 음료가 아닌 음식을 주로 취급

점술 점성술, 손금·관상학 등에 의한 서비스 제공

문
화

공방·앤틱 공예활동을 하거나 골동품을 수집하여 전시·판매

박물관·
갤러리 미술품·조각품·문화재 등을 진열(또는 판매)

주거 비상업기능으로 주거기능만을 하는 건물

근린 은행, 설비업체를 비롯한 공공시설 및 지역 주민 
대상 용도인 시설

기타 공사중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표 4> 업종 분류 및 설명

이를 통해 각 상점이 어떤 업종으로서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지를 살펴보
며 그 수단으로는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이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 및 설명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으며 크게 소매업, 서비스업, 문화 등
으로 구분하며 그 외 비상업 용도로 주거, 근린 기타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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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도별 업종 빈도 및 개별 변화 분석

3.2.1. 업종 현황 조사

로드뷰를 통해서 연도별 업종 현황을 조사한 사항을 아래 <표 5> ~ <표 
8>에 정리하였다. 도로명주소 부여 법칙에 따라 가로 좌·우측을 구분하여 
각각의 표로 정리하였다. 만약 해당 지번에 복수의 매장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경우 각각을 A, B, C의 문자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분석 대상 
가로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지만 도로명주소의 부여기준에 의해 다른 가
로에 속해있는 경우8)는 실제 건물의 배치를 기준으로 하여 표에서는 해당 
건물의 위치에 표기하였다.

도면으로 정리된 조사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3.2.2. 연도별 빈도

삼청동의 경우 공방·앤틱, 박물관·갤러리 등의 문화관련 기능과 주거기
능은 감소하는 반면 일반적인 소매업종(패션, 액세서리, 화장품, 잡화, 편
의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표 9>, <그림 4>). 기존 주거지역으로서 
일반 주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몇몇 근린생활시설이 있었던 주요 가로변
의 건물들의 대부분은 이미 문화 또는 소비기능으로 대체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도 주요 가로변 건물에서 주거기능의 지속적인 이탈은 계속되고 있
다. 아울러 삼청동 지역의 활성화의 원인이 된 문화예술 기능의 입점과 활
성화 이후 문화예술기능이 일반상업기능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종을 통해 볼 때 먼저 주목할 것은 업종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2009년 당시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화장품, 잡화, 화원 등의 소매업

8) 북촌로5길 56-8, 북촌로5나길 1의 경우에 해당하며 북촌로5가길에서 직접 접
근이 가능하지만, 부여된 주소에서는 다른 도로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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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법정동

북

촌

로

5

가

길

3A 공방
공방 공방

소

격

동

3B 카페
56-8* 카페 화장품 화장품

11 근린 근린 근린
13 박물관 카페 카페

15A 패션
패션 패션

15B 액세서리
17A 액세서리 액세서리 패션
17B 카페 카페

카페
17C 패션 카페
19 카페 패션 패션
21 패션 패션 패션
25 공방 공방 패션
27 카페 패션 잡화
29 패션 패션 패션
31 주거 주거 잡화

33A 앤틱
편의점 편의점

33B 패션
37 패션 패션 패션
39 패션 패션 패션

41A 근린 패션 패션
41B 패션 점술 점술
43 카페 패션 패션

45A 갤러리 패션 잡화
45B 패션 패션 액세서리

<표 5> 북촌로5가길 서측(소격동) 업종현황
* 북촌로5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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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법정동

북

촌

로

5

가

길

10A 주거 액세서리 액세서리

화

동

10B 주거 패션 패션

12 패션 패션 잡화

16A 공방 공방 공방

16B 앤틱 액세서리 화장품

18A 패션 패션 패션

18B 패션 패션 점술

20 주거 주거 갤러리

22 카페 패션 패션

24 식음 카페 잡화

26 주거 주거 주거

28A 주거 근린 잡화

28B 카페 카페 식음

32 식음 식음 식음

1** 주거 식음 식음

38A 패션 패션 패션

38B 식음 식음 식음

40 주거 주거 주거

44 패션 화장품 화장품

44-1A 패션 패션 패션

44-1B 패션 액세서리 액세서리

<표 6> 북촌로5가길 동측(화동) 업종현황
** 북촌로5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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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법정동

율

곡

로

3

길

67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소

격

동

69 카페 카페 카페

71 근린 기타 기타

73 근린 기타 화원

73-1 식음 패션 액세서리

75 식음 식음 식음

77 갤러리 갤러리 식음

79A 식음 식음 식음

79B 식음 식음 식음

79C 패션 패션 액세서리

83A 식음 식음 식음

83B 식음 식음 식음

83C 식음 식음 식음

87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표 7> 율곡로3길 서측(소격동)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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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법정동

율

곡

로

3

길

64A 근린 근린 식음

안

국

동

64B
편의점 편의점

패션

64C 패션

68A 주거 주거 액세서리

68B 식음 식음 식음

70 카페 식음 식음

72A 카페 카페 잡화

72B 근린 공방 공방

72C 액세서리 액세서리 액세서리

74-1 갤러리 카페 식음

화

동

78A 근린 근린 근린

78B 식음 식음 패션

80 기타 식음 잡화

82A 카페 카페 카페

82B 식음 식음 식음

86A
식음 식음

패션

86B 식음

<표 8> 율곡로3길 동측(안국동, 화동)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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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9년 6월 b) 2012년 4월 c) 2015년 7월

<그림 4> 업종 현황

은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하였고, 문화기능 가운데 앤
틱(고미술)과 박물관은 2012년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업종이 되어 소매
업의 다양성은 높아지는 반면 문화업의 다양성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
다.

세부 업종별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패션업종은 시기
에 따라 나타나는 상점 개수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다른 업종의 등장으로 
인해 소매업종 내에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카페업종의 수
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잡화점이 6건 등장하였다. 삼청동지역의 임대료가 전반적
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화업종이 새롭게 등장하여 자리를 잡
아가는 모습은 각종 여건에 적응하는 업종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삼청동
에 위치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여, 20대)에 의하면, 이러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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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북촌로5가길, 율곡로3길) 2009 2012 2015 증감율

′09→′15

소매업

패션 17 20 19

+85.7%

액세서리 3 5 7
화장품 0 2 3
잡화 0 0 8
화원 0 0 1

편의점 1 2 1
소계 21 29 39

서비스업

카페 12 9 4

-11.5%
식음 14 15 17
점술 0 1 2
소계 26 25 23

문화

공방 3 4 3

-45.5%
앤틱 2 0 0

갤러리 5 3 3
박물관 1 0 0
소계 11 7 6

주거 9 5 2 -77.8%
근린 7 4 2 -71.4%
기타 1 2 1 0.0%
합계 75 72 73 -

<표 9> 연도별 빈도 종합

장에서는 물건을 주로 동대문·남대문이나 중국에서 도매로 떼어다 판매하
여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취급하는 품목은 다른 패션·액세서리점과 비교
해서 보다 염가의 공장제 소품을 취급하여 박리다매의 전략을 취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지가 및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 
고급화된 매장보다 중저가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이 오히려 살아남는 
조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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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업종 누적 빈도 그래프

3.2.3. 개별 변화 분석

이 절에서는 업종별 빈도가 아닌 각각의 변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종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시기별로 분석한다. 해당 
내용을 표와 도면으로 정리하였다

1)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변화
먼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72개의 건물 가운데 총 39건의 변화

가 관찰되어 절반 이상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 
그 중 패션업종으로의 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2년 전체 패
션업종 매장 수가 20개였음을 볼 때 당시 입점한 패션매장 중 70%가 이 
시기에 새로 입점했다는 뜻으로 그만큼 해당 가로에 패션업종의 유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소매업의 경우 변화한 사례의 도수가 작아 
특정한 패턴을 관찰하기 어렵다. 한편 카페와 식음업종으로의 변화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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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수(비율) 2012년 업종별 총 건물 대비 비율
(업종별 건물의 총 수)

패션 6

14*

(46.4%) 패션 70.0% (20)

액세서리 1
카페 4
식음 1
문화 1
주거 1
근린 1
패션 1 3

(7.7%) 액세서리 60.0%  (5)앤틱 1
주거 1
패션 1 2

(5.1%) 화장품 100%  (2)카페 1
패션 1 1*

(2.6%) 편의점 50.0%  (2)앤틱 1
패션 1

6
(15.4%) 카페 66.7%  (9)

카페 2
식음 1

갤러리 1
박물관 1
카페 1

6
(15.4%) 식음 40.0% (15)식음 3

주거 1
기타 1

패션 1 1
(2.6%) 점술 100%  (1)

카페 1 3*

(7.7%) 공방 75.0%  (4)공방 2
근린 1
패션 1 2

(5.1%) 근린 50.0%  (4)주거 1

근린 2 2
(5.1%) 기타 100%  (2)

합계 42 39 합계 54.2% (72)

<표 10> 개별 변화 분석표 I – 2009 → 2012
* : 복수의 매장이 하나의 매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포함함

※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비상업용도에 음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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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9 → 2012 개별 변화 분석 도면

업종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변화이다. 2012년에 입점해있는 카페 9
건 가운데 6건(66.7%), 식음 15건 가운데 6건(40.0%)이 이 시기에 새로 
입점한 업체로 가로에서 서비스업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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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수(비율) 2012년 업종별 총 건물 대비 비율
(업종별 건물의 총 수)

패션 2

8
(25.8%) 패션 42.1% (19)

액세서리 1
편의점 2
식음 2
공방 1
패션 3 4

(12.9%) 액세서리 57.1%  (7)주거 1

액세서리 1 1
(3.2%) 화장품 33.3%  (3)

패션 3

8
(25.8%) 잡화 100%  (8)

카페 2
식음 1
주거 1
근린 1

기타 1 1
(3.2%) 화원 100%  (1)

카페 3 2*
(6.5%) 카페 50.0%  (4)

카페 2
5

(16.1%) 식음 29.4% (17)식음 1
갤러리 1
근린 1

주거 1 1
(3.2%) 갤러리 33.3%  (3)

패션 1 1
(3.2%) 근린 50.0%  (2)

합계 32 31 합계 42.5% (73)

<표 11> 개별 변화 분석표 II – 2012 → 2015
* : 복수의 매장이 하나의 매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포함함

※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비상업용도에 음영 처리함

2)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의 변화
2015년 총 매장 수인 73개 중 31개에서 변화가 관찰되어 변화가 전 기

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다(<표 11>). 이 시기의 변화 가운데 71.0%(22
건)가 소매업으로의 변화로 가로의 소비공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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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2 → 2015 개별 변화 분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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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9년 6월 b) 2012년 4월 c) 2015년 7월

<그림 8> 주요 세부업종 현황

3.3. 소결 : 업종별 특징과 상업화 양상

삼청동 분석 대상 가로변인 북촌로5가길과 율곡로3길에 있는 모든 건물
의 상호와 업종의 변화를 분석하여 도출한 2010년 이후 삼청동 지역에서 
나타난 상업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업종에 대한 분포 현황은 아
래 <그림 7>과 같다.

첫째, 문화, 주거 등 비상업시설의 수가 감소하며 상업시설로의 전환이 
계속되고 있다. 삼청동의 초기 활성화 요인이었던 갤러리·박물관 등을 비
롯한 문화시설, 그리고 창작활동과 판매활동을 겸하는 공방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고 잡화점을 비롯한 소매점의 수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로공간의 성격이 상업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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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화 이전 변화 이후

북촌로5길 
56-8

카페(2009년) 화장품점(2015년)

북촌로5가길 
22

카페(2009년) 패션(2015년)

북촌로5가길 
24

카페(2012년) 잡화점(2015년)

<표 12> 카페업종의 변화 사례

또한 카페업종의 감소도 주목된다. 2009년 12개였던 카페의 수가 2012
년 9개, 2015년 4개로 감소하며 급격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커
뮤니티·블로그나 언론에서 삼청동을 카페거리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지
만9) 카페업종의 비중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삼청동의 속성을 표
상하는 업종이 달라지면서 장소의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래 
<표 12>에서 위와 같이 카페업종이 변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9) “삼청동”이라는 키워드의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로, ‘삼청동 맛집’, ‘삼청동 
카페거리’, ‘삼청동 카페’, ‘삼청동 가볼만한곳’등이 제시된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query=삼청동, 
검색일시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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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a) 북촌로5가길 21
(2009년)

b) 북촌로5가길 25
(2015년)

잡화

c) 율곡로3길 80
(2015년)

d) 북촌로5가길 45A
(2015년)

<그림 9> 패션 및 잡화업종 사례

둘째, 소매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기별로 그 변화 양상을 
달리 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패션업종으로의 변화가, 2010년대 
중반에서부터는 잡화점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2010년 초반의 패션업종의 
경우 구두나 가방과 같은 특정한 품목으로 한정하거나 다양한 품목을 구
비하더라도 점주의 개성을 드러내는 디스플레이 등의 방법으로 상점 고유
의 특징을 강조하는 운영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잡화점의 경우 세
간에 유행하고 있으며 번화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
의 공장제 소품10)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점주의 개성이 주로 드러나는 패
션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9>는 이들에 해당하는 사례이
다.

화장품업종의 입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10) 핸드폰 케이스, 셀카봉 등의 전자제품 주변기기, 나노블럭 등의 완구, 모자, 
장갑, 머플러 액세서리 등의 패션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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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북촌로5가길 16B b) 북촌로5가길 44 c) 북촌로5길 56-8

<그림 10> 화장품업종 사례

는 않지만 입점해있는 화장품매장의 운영형태가 주로 프랜차이즈로 운영
되는 매장(<그림 10>)11)으로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와 상
품들을 구비해놓고 있다. 특히 한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
인 관광객이 반드시 사가는 물품으로 한국산 화장품이 꼽히고 있는 가운
데 삼청동 지역에도 중국어 간판을 설치한 화장품점이 입점했으며 해당 
점포의 본사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매점과 같은 매장이 위치
한 곳은 을지로(남대문), 동대문, 명동, 인사동 등으로 관광객들의 쇼핑장
소이며 삼청동점 또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입점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업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장의 입점은 삼청동 상
권의 성격을 문화상업에서 관광지형 상업기능으로 인식하는 소매업계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삼청동 지역의 상업화의 양상은 2010년 이후에도 여전
히 상업기능이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종의 구성에 있어서는 카페
업종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초반에는 패션업종, 2010년 중반
에는 잡화업종의 등장이 업종 구성 변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기능에서 드러나는 특성이 점주의 개성을 드러
내기보다는 관광객을 포함한 대중의 취향에 맞추어가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양상임을 보여준다.

11) 极速免稅店(북촌로5가길 16B), Etude House(북촌로5가길 44), Kiehl’s(북촌
로5길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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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청동 건축물 입면 변화 분석

4.1. 분석의 개요

4.1.1. 분석의 목적과 대상

이 장에서는 건축물 입면의 개방도를 중심으로 가로와 건물의 관계성을 
다룬다. 나아가 업종변화에 따른 개방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상업시설에서 
구매행위의 발생을 위해서는 보행자에게 상점을 어떻게 노출시키고 어떻
게 보행자의 움직임을 유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업가로의 경관
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건축물의 입면으로서 시각적·물리적 개방도를 기준
에 따라 분류하여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삼청동 가로변에 위치한 건물 1층부 용도 가운데 대부분에서 
지속적인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업용도 안에
서도 업종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로에서 방문객이 가로에서 건물을 보거나 진입하는 등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건물의 1층부 입면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나아
가 이를 통해 건물과 가로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건물이 가로를 향해 시각적으로 개방된 정도, 그리고 보행
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열린 출입구의 형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기능적
인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업종과 입면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 장에서 구분한 
업종에 따라서 각 건축물이 갖는 입면 개방도의 패턴을 분석한다. 

4.1.2. 분석의 구성

입면의 개방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는 시각적으로 
건물 내부가 얼마나 가로에 열려있는지를 보는 시각적 개방도이며, 둘째는 
물리적으로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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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각적 및 물리적 개방도의 개념도

는 물리적 개방도이다. 앞장에서 분석한 업종의 변화도 분석에 포함시킴으
로써 업종에 따른 개방도의 변화 또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1) 시각적 개방도
가로에서 바라볼 때 건물의 입면 면적에서 시각적인 투과를 통한 내-외

부간의 소통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
한다. 먼저 취급하는 상품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여 창을 통해 진열하는 
형태(쇼윈도우), 실내공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형태, 그리고 이들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내부와 외부가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다. 

우선 가로를 향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부분이 없는 폐쇄형이 있으며 
건물의 외부 장식이나 도장, 도색 등을 중심으로 한 40% 이하의 개방도, 
그리고 시각적인 투과의 면적을 보다 넓혀 매장 내부를 보다 더 잘 보이
도록 한 40~80%의 개방도, 마지막으로 전면통유리 등의 재질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로의 투과성을 극대화시킨 80% 이상의 개방도로 크게 구분하고
자 한다. 아래 <표 13>에서 그 구분의 예시를 제시한다. 

이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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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사진

폐쇄형

40% 이하 개방

40 ~ 80% 개방

80% 이상 개방

<표 13> 시각적 개방도의 구분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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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개방도
방문객이 건물 내로 드나들도록 하는 목적의 출입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 출입구의 크기를 좌우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건물의 물리적인 개방도를 
정하여 분류한다. 먼저 크게 구분해보면, 방문객을 위해 열린 출입구가 없
는 경우, 전면에 일반적인 문의 형태로 출입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건물 
전면을 모두 개방하는 경우로 이상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문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 그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외여닫이
문(single swinging door)과 쌍여닫이문(double swinging doors)으로 구
분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출입구의 크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난·대피를 위한 출입구의 최소 폭을 0.9미
터로 정하고 있으며 가로와 건물 사이의 관계로서 출입구의 크기를 규정
하는 법률이나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
인 외여닫이문의 경우 위 법 조항에 준하여 일반적으로 약 0.9m의 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인 쌍여닫이문의 형태를 취하며 
보다 넓은 폭의 출입구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닫이문의 형태로 출입구를 분류하지만 이들 형태가 가지는 폭
의 넓고 좁음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문 등으로 반드
시 여닫이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출입구의 폭을 기준으로 하여 외여닫이형 
또는 쌍여닫이형의 분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완전개방형의 경우 폴딩도어 등을 이용하여 가로를 향해 건물의 전면(全
面)을 개방하여 건물 내부로의 개방도를 극대화시킨 유형이다. 이상의 구
분을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인 개방도의 분류를 아래 <표 14>과 같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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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사진 그림12)

출입구 없음 -

외여닫이문 
(Single 

swinging door)

쌍여닫이문 
(Double 

swinging doors)

완전개방형
폴딩도어

(Folding door)
폭 3m 이상

<표 14> 물리적 개방도의 구분과 예시

12) 외여닫이문, 쌍여닫이문 그림 출처 - 건축설계대사전: 도해편,
접문(폴딩도어) 그림 출처 - 건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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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9년 6월 b) 2012년 4월 c) 2015년 7월

<그림 12> 시각적 개방도 현황

4.2. 시각적 개방도 변화 분석

4.2.1. 시각적 개방도 현황 조사

로드뷰를 통해서 개별 매장에 대해 각 시기별 입면의 시각적인 개방도
를 조사하였다(<표 15> ~ <표 18>). 3장의 조사 방법에 준하여 각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A, B, C의 문자로 구
분하였다. 업종을 참고할 수 있도록 두 글자의 업종 약어와 함께 표기하였
다. 시각적 개방도의 지리적 분포는 아래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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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북

촌

로

5

가

길

3A 80% 이상 공방
40% 이하 공방 40% 이하 공방

3B 80% 이상 카페
56-8* 40~80% 카페 40~80% 화장 40~80% 화장

11 폐쇄형 근린 폐쇄형 근린 폐쇄형 근린
13 40% 이하 박물 80% 이상 카페 80% 이상 카페

15A 80% 이상 패션
40~80% 패션 40~80% 패션

15B 80% 이상 액세
17A 80% 이상 액세 80% 이상 액세 80% 이상 패션
17B 40~80% 카페 40~80% 카페

40% 이하 카페
17C 80% 이상 패션 40~80% 카페
19 80% 이상 카페 40~80% 패션 40~80% 패션
21 40% 이하 패션 40% 이하 패션 40% 이하 패션
25 40% 이하 공방 40% 이하 공방 40~80% 패션
27 40% 이하 카페 80% 이상 패션 80% 이상 잡화
29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31 폐쇄형 주거 폐쇄형 주거 80% 이상 잡화

33A 80% 이상 앤틱
40~80% 편의 40~80% 편의

33B 80% 이상 패션
37 40~80% 패션 40~80% 패션 40~80% 패션
39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41A 40% 이하 근린 40~80% 패션 40~80% 패션
41B 80% 이상 패션 40% 이하 점집 40% 이하 점집
43 80% 이상 카페 40~80% 패션 40~80% 패션

45A 40% 이하 갤러 40~80% 패션 80% 이상 잡화
45B 40% 이하 패션 40% 이하 패션 40~80% 액세

<표 15> 북촌로5가길 서측(소격동) 시각적 개방도 및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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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북

촌

로

5

가

길

10A 폐쇄형 주거 40~80% 액세 40~80% 액세

10B 폐쇄형 주거 40~80% 패션 40~80% 패션

12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80% 이상 잡화

16A 80% 이상 공방 80% 이상 공방 80% 이상 공방

16B 80% 이상 앤틱 40~80% 액세 80% 이상 화장

18A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18B 80% 이상 패션 40~80% 패션 폐쇄형 점집

20 폐쇄형 주거 폐쇄형 주거 80% 이상 갤러

22 80% 이상 카페 40% 이하 패션 40% 이하 패션

24 40~80% 식음 40~80% 카페 80% 이상 잡화

26 폐쇄형 주거 폐쇄형 주거 폐쇄형 주거

28A 폐쇄형 주거 40% 이하 근린 40% 이하 잡화

28B 80% 이상 카페 80% 이상 카페 40~80% 식음

32 40% 이하 식음 80% 이상 식음 80% 이상 식음

1** 폐쇄형 주거 40~80% 식음 40~80% 식음

38A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38B 40~80% 식음 40~80% 식음 40~80% 식음

40 폐쇄형 주거 폐쇄형 주거 폐쇄형 주거

44 40% 이하 패션 80% 이상 화장 80% 이상 화장

44-1A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80% 이상 패션

44-1B 80% 이상 패션 80% 이상 액세 80% 이상 액세

<표 16> 북촌로5가길 동측(화동) 시각적 개방도 및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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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율

곡

로

3

길

67 폐쇄형 갤러 폐쇄형 갤러 폐쇄형 갤러

69 40% 이하 카페 40% 이하 카페 40~80% 카페

71 폐쇄형 근린 폐쇄형 기타 폐쇄형 기타

73 폐쇄형 근린 폐쇄형 기타 80% 이상 화원

73-1 40~80% 식음 80% 이상 패션 80% 이상 액세

75 폐쇄형 식음 40~80% 식음 40~80% 식음

77 폐쇄형 갤러 폐쇄형 갤러 40~80% 식음

79A 40% 이하 식음 40% 이하 식음 40% 이하 식음

79B 80% 이상 식음 80% 이상 식음 80% 이상 식음

79C 40~80% 패션 40~80% 패션 80% 이상 액세

83A 폐쇄형 식음 폐쇄형 식음 폐쇄형 식음

83B 80% 이상 식음 80% 이상 식음 80% 이상 식음

83C 80% 이상 식음 80% 이상 식음 80% 이상 식음

87 폐쇄형 갤러 폐쇄형 갤러 폐쇄형 갤러

<표 17> 율곡로3길 서측(소격동) 시각적 개방도 및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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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율

곡

로

3

길

64A 40% 이하 근린 40% 이하 근린 40% 이하 식음

64B
40% 이하 편의 40% 이하 편의

40~80% 패션

64C 80% 이상 패션

68A 폐쇄형 주거 폐쇄형 주거 40~80% 액세

68B 40% 이하 식음 40% 이하 식음 40% 이하 식음

70 40~80% 카페 80% 이상 식음 80% 이상 식음

72A 80% 이상 카페 80% 이상 카페 80% 이상 잡화

72B 40% 이하 근린 80% 이상 공방 80% 이상 공방

72C 40% 이하 액세 40% 이하 액세 40% 이하 액세

74-1 폐쇄형 갤러 40~80% 카페 40~80% 식음

78A 폐쇄형 근린 폐쇄형 근린 폐쇄형 근린

78B 40~80% 식음 40~80% 식음 40~80% 패션

80 폐쇄형 기타 40% 이하 식음 80% 이상 잡화

82A 40% 이하 카페 40% 이하 카페 40% 이하 카페

82B 40% 이하 식음 40% 이하 식음 40% 이하 식음

86A
40% 이하 식음 40% 이하 식음

80% 이상 패션

86B 80% 이상 식음

<표 18> 율곡로3길 동측(안국동·화동) 시각적 개방도 및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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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9 2012 2015

폐쇄형 20 (26.7%) 13 (18.0%)  9 (12.3%)

40% 이하 19 (25.3%) 17 (23.6%) 12 (16.4%)

40~80%  9 (12.0%) 21 (29.2%) 21 (28.8%)

80% 이상 27 (36.0%) 21 (29.2%) 31 (42.5%)

계 75 72 73

<표 19> 개별 상점의 시각적 개방도 빈도

<그림 13> 시각적 개방도 연도별 누적 빈도 그래프

4.2.2. 시각적 개방도의 연도별 분포

개별 상점의 시각적인 개방도의 빈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 <그림 
10>과 같다. 2009년 이후로 2015년까지 폐쇄형의 빈도는 절반 가까이로 
감소하며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건물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80% 이
상의 전면개방형 입면을 가진 건물의 개수는 그 변화가 일정한 방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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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는 않지만, 40% 이상의 시각적 개방도를 가진 건물로 범위를 확
대해보면 그 비중은 2009년 48.0%, 2012년 58.4%, 2015년 71.3%로 지
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로로의 시각적인 개방성이 점차 높아지
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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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9년 6월 b) 2012년 4월 c) 2015년 7월

<그림 14> 물리적 개방도 현황

4.3. 물리적 개방도 변화 분석

4.3.1. 물리적 개방도 현황 조사

로드뷰를 통해서 개별 매장에 대해 각 시기별 입면의 시각적인 개방도
를 조사하였다(<표 20> ~ <표 23>). 3장의 조사 방법에 준하여 각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A, B, C의 문자로 구
분하였다. 업종을 참고할 수 있도록 두 글자의 업종 약어와 함께 표기하였
다. 시각적 개방도의 지리적 분포는 아래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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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북

촌

로

5

가

길

3A 외여닫이형 공방
외여닫이형 공방 외여닫이형 공방

3B 외여닫이형 카페
56-8* 외여닫이형 카페 쌍여닫이형 화장 쌍여닫이형 화장

11 쌍여닫이형 근린 쌍여닫이형 근린 쌍여닫이형 근린
13 쌍여닫이형 박물 쌍여닫이형 카페 쌍여닫이형 카페

15A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15B 외여닫이형 액세
17A 외여닫이형 액세 외여닫이형 액세 외여닫이형 패션
17B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카페

쌍여닫이형 카페
17C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카페
19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21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25 외여닫이형 공방 외여닫이형 공방 외여닫이형 패션
27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패션 완전개방형 잡화
29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31 출입구 없음 주거 출입구 없음 주거 완전개방형 잡화

33A 외여닫이형 앤틱
쌍여닫이형 편의 쌍여닫이형 편의

33B 외여닫이형 패션
37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39 쌍여닫이형 패션 완전개방형 패션 완전개방형 패션

41A 외여닫이형 근린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41B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점집 외여닫이형 점집
43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45A 외여닫이형 갤러 외여닫이형 패션 쌍여닫이형 잡화
45B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쌍여닫이형 액세

<표 20> 북촌로5가길 서측(소격동) 물리적 개방도 및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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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북

촌

로

5

가

길

10A 출입구 없음 주거 외여닫이형 액세 외여닫이형 액세

10B 출입구 없음 주거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12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쌍여닫이형 잡화

16A 외여닫이형 공방 외여닫이형 공방 외여닫이형 공방

16B 외여닫이형 앤틱 외여닫이형 액세 완전개방형 화장

18A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18B 쌍여닫이형 패션 쌍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점집

20 출입구 없음 주거 출입구 없음 주거 외여닫이형 갤러

22 쌍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24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카페 쌍여닫이형 잡화

26 출입구 없음 주거 출입구 없음 주거 출입구 없음 주거

28A 출입구 없음 주거 쌍여닫이형 근린 쌍여닫이형 잡화

28B 완전개방형 카페 완전개방형 카페 외여닫이형 식음

32 쌍여닫이형 식음 완전개방형 식음 완전개방형 식음

1** 출입구 없음 주거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38A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38B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40 출입구 없음 주거 출입구 없음 주거 출입구 없음 주거

44 외여닫이형 패션 쌍여닫이형 화장 쌍여닫이형 화장

44-1A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44-1B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액세 외여닫이형 액세

<표 21> 북촌로5가길 서측(화동) 물리적 개방도 및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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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율

곡

로

3

길

67 쌍여닫이형 갤러 쌍여닫이형 갤러 쌍여닫이형 갤러

69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카페

71 출입구 없음 근린 출입구 없음 기타 출입구 없음 기타

73 출입구 없음 근린 출입구 없음 기타 완전개방형 화원

73-1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패션 쌍여닫이형 액세

75 외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77 쌍여닫이형 갤러 쌍여닫이형 갤러 쌍여닫이형 식음

79A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79B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79C 외여닫이형 패션 외여닫이형 패션 쌍여닫이형 액세

83A 출입구 없음 식음 출입구 없음 식음 출입구 없음 식음

83B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83C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87 쌍여닫이형 갤러 쌍여닫이형 갤러 쌍여닫이형 갤러

<표 22> 율곡로3길 서측(소격동) 물리적 개방도 및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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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09-06 2012-04 2015-07

율

곡

로

3

길

64A 외여닫이형 근린 외여닫이형 근린 외여닫이형 식음

64B
외여닫이형 편의 외여닫이형 편의

외여닫이형 패션

64C 완전개방형 패션

68A 출입구 없음 주거 출입구 없음 주거 외여닫이형 액세

68B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70 외여닫이형 카페 쌍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식음

72A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잡화

72B 외여닫이형 근린 외여닫이형 공방 외여닫이형 공방

72C 외여닫이형 액세 외여닫이형 액세 외여닫이형 액세

74-1 출입구 없음 갤러 쌍여닫이형 카페 쌍여닫이형 식음

78A 외여닫이형 근린 외여닫이형 근린 외여닫이형 근린

78B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쌍여닫이형 패션

80 출입구 없음 기타 외여닫이형 식음 완전개방형 잡화

82A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카페 외여닫이형 카페

82B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86A
외여닫이형 식음 외여닫이형 식음

완전개방형 패션

86B 외여닫이형 식음

<표 23> 율곡로3길 동측(안국동·화동) 시각적 개방도 및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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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9 2012 2015

출입구 없음 14 (18.7%)  8 (11.1%)  4 ( 5.5%)

외여닫이형 47 (62.7%) 44 (61.1%) 37 (50.7%)

쌍여닫이형 13 (17.3%) 17 (23.6%) 23 (31.5%)

완전개방형  1 ( 1.3%)  3 ( 4.2%)  9 (12.3%)

계 75 72 73

<표 24> 개별 상점의 물리적 개방도 빈도 

<그림 15>  물리적 개방도 연도별 누적 빈도 그래프

4.3.2. 물리적 개방도의 연도별 분포

개별 상점의 출입구 형태별 빈도는 아래 <표 24>·<그림 12>와 같다. 대
부분의 출입구가 여닫이형이지만 외여닫이형은 점차 감소하고 쌍여닫이형
은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출입구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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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인다.
출입구가 없는 유형은 대부분 주거·근린 등의 비상업용도이며 상업용도

로서 출입구가 없는 유형은 작은 규모의 키오스크 형태로 실내공간을 이
용하지 않고 고객이 건물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서 길거리 음식을 구매하
는 매장(율곡로3길 83A)이 유일하다. 즉 출입구 없는 유형의 감소는 상업
화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완전개방형의 빈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완전개방형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가로와 건물 사이를 구분하는 벽체를 최소화하여 보행
자의 동선을 건물 내부로 쉽게 유인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 유형의 빈도
가 증가하는 것은 건물과 가로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지는 변화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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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업종과 입면 개방도의 관계

이 절에서는 업종과 입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시각
적 개방도와 물리적 개방도를 업종별로 재분류하였으며 먼저 소매업, 서비
스업, 문화 등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표 27>과 <표 28>, 그리고 <그림 
13>과 <그림 14>로 정리하였다. 

비상업용도의 경우 대부분이 폐쇄형에 출입구가 없는 유형들이며 일부 
근린기능(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적은 규모의 시각적 개방도와 여닫이형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 지역 주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을 고려하
고 있다. 따라서 방문을 목적으로 한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의 개방도
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주거, 근린, 등의 비상업용도에 대한 분석은 무의
미하므로 표와 그래프에서는 제외하였다.

소매업의 경우 전체 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40% 이상의 시
각적 개방도를 가진 매장의 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6건, 
76.2% → 24건, 82.8% → 35건, 89.7%).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40~80%의 시각적 개방도를 가진 건물이 전체 소매업 가운데 2건(9.5%)에
서 13건(44.8%)로 6.5배의 증가를,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80% 이
상의 개방도를 가진 건물이 11건(37.9%)에서 21건(53.8%)으로 1.9배의 증
가를 보였다. 물리적 개방도에 대해서도 2015년에 관찰되는 9개의 완전개
방형 출입구 가운데 8개가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쌍여닫이형 또한 그 
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업화가 지속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가진 건물의 수와 빈도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전체 매장 수는 큰 변화 없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각적 개방도별 매장의 전체 구성비 또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물리적 개방도에 대해서는 여닫이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
데 시기가 지남에 따라 외여닫이형에서 쌍여닫이형으로 비중을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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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2 2015

소매업

폐쇄형  0 ( 0.0%)  0 ( 0.0%)  0 ( 0.0%)
40% 이하  5 (23.8%)  5 (17.2%)  4 (10.2%)
40~80%  2 ( 9.5%) 13 (44.8%) 14 (35.9%)

80% 이상 14 (66.7%) 11 (37.9%) 21 (53.8%)
계 21 (100%) 29 (100%) 39 (100%)

구분 2009 2012 2015

서비스업

폐쇄형  2 ( 7.7%)  1 ( 4.0%)  2 ( 8.7%)
40% 이하  8 (30.8%)  8 (32.0%)  7 (30.4%)
40~80%  7 (26.9%)  8 (32.0%)  7 (30.4%)

80% 이상  9 (34.6%)  8 (32.0%)  7 (30.4%)
계 26 (100%) 25 (100%) 23 (100%)

구분 2009 2012 2015

문화

폐쇄형  4 (36.3%)  3 (42.8%)  2 (33.3%)
40% 이하  3 (27.3%)  2 (28.6%)  1 (16.7%)
40~80%  0 ( 0.0%)  0 ( 0.0%)  0 ( 0.0%)

80% 이상  4 (36.3%)  2 (28.6%)  3 (50.0%)
계 11 (100%)  7 (100%)  6 (100%)

<표 25> 업종 분류에 따른 시각적 개방도의 빈도표

<그림 16> 업종 대분류에 따른 시각적 개방도 누적 빈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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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2 2015

소매업

출입구 없음  0 ( 0.0%)  0 ( 0.0%)  0 ( 0.0%)
외여닫이형 19 (90.5%) 24 (82.8%) 20 (51.3%)
쌍여닫이형  2 ( 9.5%)  4 (13.8%) 11 (28.2%)
완전개방형  0 ( 0.0%)  1 ( 3.4%)  8 (20.5%)

계 21 (100%) 29 (100%) 39 (100%)
구분 2009 2012 2015

서비스업

출입구 없음  1 ( 3.8%)  1 ( 4.0%)  1 ( 4.3%)
외여닫이형 18 (69.2%) 14 (56.0%) 12 (52.2%)
쌍여닫이형  6 (23.1%)  8 (32.0%)  9 (39.1%)
완전개방형  1 ( 3.8%)  2 ( 8.0%)  1 ( 4.3%)

계 26 (100%) 25 (100%) 23 (100%)
구분 2009 2012 2015

문화

출입구 없음  1 ( 9.1%)  0 ( 0.0%)  0 ( 0.0%)
외여닫이형  6 (54.5%)  4 (57.1%)  4 (66.7%)
쌍여닫이형  4 (36.4%)  3 (42.9%)  2 (33.3%)
완전개방형  0 ( 0.0%)  0 ( 0.0%)  0 ( 0.0%)

계 11 (100%)  7 (100%)  6 (100%)

<표 26> 업종 분류에 따른 물리적 개방도의 빈도표

<그림 17> 업종 대분류에 따른 물리적 개방도 누적 빈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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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시각적 개방도에 대해서는 소매업, 서비스업, 문
화 순으로 개방도가 큰 건물의 비중이 높고 물리적 개방도에 대해서는 완
전개방형의 출입구가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소매업, 그 중에서도 
잡화업종에 편중되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닫이형에 대
해서는 소매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보다 넓은 출입구를 가진 건물의 수
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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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09년 ~ 2011년 b) 2012년 ~ 2014년 c) 2015년 ~ 현재

<그림 18> 북촌로5가길 27 외관 변화

4.5. 소결 : 건물과 가로의 관계 변화

앞서서 삼청동 건축물의 입면의 개방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업종과 입
면의 변화의 관계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입면의 개방도 변화는 가로와 건
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가로의 보행자가 건물 내부를 응시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창의 시각적인 개방도와 보행자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상
황과 관련이 있는 출입구의 물리적인 개방도를 개방된 부분의 크기에 따
라 분류하여 2010년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18>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 이후 삼청동 가로에서 
관찰되는 건물과 가로의 관계는 변화해가고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로에서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입면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패
션업종으로 전환되면서 1층부가 전면유리로 바뀌고 2010년대 중반에 접어
들면서 내부 조망을 위한 전면유리는 출입을 위한 완전개방형 출입구와 
실외 매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입면이 바뀌어가는 가운데 가
로에서 건물 내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의 넓이가 넓은 건물들이 점차 많
은 비중을 차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입구의 폭을 기준으로 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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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완전개방형 잡화점 입면 사례

리적인 개방도에 대해서도 외여닫이형의 감소와 쌍여닫이형의 증가, 2012
년과 2015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한 완전개방형까지 출입구의 폭이 
넓어져가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대상지역은 2010년 이전에 이미 주거기능이었던 건물들이 상당부분 
문화 또는 상업기능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주거기능으로서 시
각적·물리적인 개방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다(2009년, 폐쇄형 
26.7%, 출입구 없음 18.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는 시각적
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보다 높은 개방도를 가진 건물의 비중이 점차 늘어
나는 방향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 건물에 입점한 매장들이 가로에 있는 보행자들에게 
자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내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패션, 카페, 식음 중심이었던 상업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다양성을 점차 확대해나가면서 보다 다양한 취향을 가진 
방문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저
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완전개방형의 출입구를 가진 잡화점이 삼
청동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그림 19>13)). 비단 잡화점뿐만 아니라 액
세서리점 등의 다른 소매점들 또한 상품을 가로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진열하여 보행자의 이목을 끌고(<그림 20>14)) 상점 내부로 쉽게 진입할 

13) 2015년 12월 1일, 직접 촬영
14) 2015년 8월 30일,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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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보행자의 시선과 동선을 이끄는 상품 진열 및 입면 사례

수 있도록 출입구의 크기를 최대한 넓혀 가로와 건물 사이의 경계를 모호
하게 만드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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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문화·상업기능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겪은 삼청동에서 2010
년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상업화의 양상과 그에 따른 개별 건축물과 상
점들의 입면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삼청동 지역 내 보행우
선도로의 가로변 건물로 정하였으며 이들 건물에 입점한 업종의 변화와 
건물 입면 개방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후 삼청동 지역에서 나타난 업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상
업기능이 상업기능으로 대체되는 상업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던 건물들에 상업기능들이 입점
하고 삼청동 지역의 초기 활성화 요인이었던 문화시설들이 삼청동 지역에
서 밀려나면서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종의 상업기능으로 대체되는 젠트리
피케이션 과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업종의 구성을 살펴보면 매장 내에서 공간을 소비하는 형태인 카
페업종의 감소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업에서는 2010년대 초반
까지는 주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외관을 지닌 패션업종으로의 변화가 두드
러지고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잡화·화장품점이 등장하며 행인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저렴한 소품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의 판매
를 중시하는 세부업종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각적으로는 40% 이상의 개방도를 보이는 건물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
어 가로를 향한 건물의 시각적인 개방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리적인 개방도에 대해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열린 문의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닫이문에 대해서도 외여닫이문 형식은 감소하고 쌍여
닫이문은 증가하면서 출입구의 폭이 넓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며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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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작지만 입면 전체를 출입구로 활용하는 완전개방형의 입면이 급증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물과 가로의 물리적인 경계가 점차 모호
해지는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업종에 따른 입면 변화에 대해서는 비상업용도의 경우 폐쇄형에 출입구
가 없는 유형들이고 소매업의 경우 상업화에 따른 상점 수의 증가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가진 건물의 수와 빈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시각적·물리적 개방도의 구성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매업, 서비스업, 문화 순으로 개방도가 큰 건물의 비
중이 높고 2010년 이후 새로 등장한 높은 수준의 개방도의 입면을 가진 
건물은 잡화, 화장품 등의 소매업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보행자들에게 각 매장에서 다루는 상품을 보행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품과 저렴한 가
격을 강조하면서 건물의 입면의 형태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개방도를 높이
거나 출입구의 폭을 넓혀 건물을 향한 가로에서의 접근성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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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도시공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긍
정적인 시각으로는 지역 가치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된 환경의 
개선 등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원주민들과의 
괴리와 원주민의 이탈, 자본에 의해 획일화되는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Zukin et al., 2009; 김희진, 2015). 특히 북촌(삼청동), 서촌 등 서울 도
심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겪고 있는 업종의 변화와 건축
물 입면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업종의 변화와 건축물 입면의 변
화간의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상업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
해를 도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단일사례로서 모든 문화상업지역에 대해 일반화하
여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
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건물의 입면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가로와 
건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건물의 외부공간에 대한 이용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몇몇 상점주와 주민의 인
터뷰를 수행하였지만 사례가 부족하여 상점주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으며 입면이 변화함에 따라 방문객들의 인식과 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측면에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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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nge of Facade 

by Commercialization after 2010 

in Samcheongdong

Ha, Jongsung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amcheongdong has undergone commercialization and 
gentrification and driven by street vitalization. it is causing 
changes of Samcheongdong that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visitors and level of rents, and those changes include types of 
business and streetsca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trace how 
changes of type of business appear and how the changes affect 
facades of each building.

The object of study is adjacent buildings to 
Bukchonro5ga-gil and Yulgokro3-gil, which is pedestrian priority 
street in Samcheongdong area, and the changes of type of 
business and openness of the facade of thoes building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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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Type of business is on the basis of what kinds of goods of 

services are carried: retail, service, culture and others. On 2010, 
most buildings at street in samchungdong is commercial facility, 
and thous retail are service business are pushing out culture 
facility, which is main factor of early stage of vitalization, so it is 
verified that gentrification process is still continuing.

To examine details of type of business, the number of cafes 
continuously decreases; with respect to retail, in the early 2010s, 
changes into fashion appear, which is exposing owner’s 
characteristic; in the mid 2010s, miscellaneous goods and 
cosmetic shops emerge, which carry popular goods or tourist 
focused goods.

To analyze change of buildings’ facade, pedestrian’s way of 
facing buildings is set as a criterion: visual openness and 
physical openness. The former is regarding building recognition 
by pedestrian, and is classified by opened area out of facade 
area: closed, below 40%, 40-80%, and above 80%. The latter is 
regarding access to building, and is classified by type and size of 
entrance of building: no entrance, single swinging door, doubld 
swinging doors, and fully opened door.

The number of buildings which are opened more than 40% 
for visual openness, and have board entrance for physical 
openness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type of fully opened 
door emerges, which uses most of facade area as entrance, so 
that border between street and building is getting vague.

For retail business, building that has high level of openness 
has appeared with increasing frequency. For servi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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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types of openness has not much changed. In order of 
retail, service, and culture facility, has higher level of openness, 
and miscellaneous and cosmetic shop which is newly emerged 
after 2010, has high level of openness.

This change is regarded strategy of exposing goods and 
services. Owners emphasize on goods and the price, increase 
transparency of facade, and broaden entrance. So it maximizes 
accessibility from street to building. 

This study analyzes changes of type of business and 
building’s facade followed by increasing economic value and 
gentrification. And it draws a relationship between change of type 
of business and change of building’s facade. So it contributes on 
in-depth understandings in physical aspect of transformation 
from culture-driven gentrification to commercial-driven 
gentrification. 

keywords : Samcheongdong, Gentrification, Commercialization, 
Facade, Openness
Student Number : 2014-2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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