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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이라는 시대적인 화두의 등장으로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도

시민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방안으로써 장소성이 풍

부한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환경계획 및 설계 이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 ‘살

고 싶은 도시’ 등 도시민의 평가에 의한 도시공간의 질적 성장을 키워드로 삼는 21세기 도시 

발전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전략으로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독특한 형성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인사동’과 ‘대학로’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

로써 지역문화가 소통하는 거리를 조성하여 서울시의 정체성을 발현시키고 거리 자체가 도

시마케팅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가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일

괄적인 통합디자인의 발상과 수법은 장소와 인간 활동 사이에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였고, 이는 인사동과 대학로의 고유한 모습을 훼손시키고, 점차 획일적으

로 변하게 하는 ’창조적 파괴’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도시 가로의 장소화를 위하여 장소성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그 기초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부터 

환경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획 및 설계 요소가 기계적으로 설정되고, 이를 도입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장소성 형성의 

귀추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표방한 키치적인 문화의 발생과 상업화 등의 의도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장소성 형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에 앞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여 장소를 구성하는 환경요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형성 구조의 해석에 있

어 결과의 보완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장소성 형성 의미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해석하는 

연구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인사동과 대학로에 대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소성 형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에 앞서 인사동과 대학로

의 장소성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을 

함께 혼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하는 혼합연구방법(Mixed-method)의 개념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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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결과,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가로환경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인은 상호관계를 지니며,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

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장소성과 방문용의성 관계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로환경

의 구성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

며, 장소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방문용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장소성이 높은 공간일수록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장소성 형성에 있어 공간환경의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가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현상

적 개념을 실증적, 정량적으로 입증한 결과임과 동시에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적 자원

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현대 도

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활력있는 도시 공간을 계획 및 설계할 때에 장소성을 고려해야 이유

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소성 형성에 있어 인사동과 대학로의 사

회․문화적 요인이 동일하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그동

안 장소성 형성에 있어 물리적인 형태와 프로그램에 집중하였던 현대 도시의 개발 계획 및 

설계의 패러다임에 ‘상품’, ‘관리 및 행정’, ‘형성역사’, ‘업종’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

한 계획 대상임을 일깨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결과, 인사동의 장소성은 오랜 시간이 경

과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의식적 장소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사동을 전통․예술문화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되어 현재

까지 전통성 및 한국성의 대표적인 장소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과거의 형태를 유지

하고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노점상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다양

한 체험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성의 

특성과 함께 한글로 된 옥외광고물, 정체성을 반영한 건축물과 가로시설물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혼성되어 다양성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사동에는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전통 및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특성에 의하여 다른 

지역의 갤러리와는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어 갤러리 문화의 장소로도 인식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합디자인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자본화에 

의하여 창조적 파괴 현상으로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가 재현되고 있으나, 무의식에 의하여 

형성된 역사성과 한국성의 특성에 의하여 인사동의 고유한 장소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



- iii -

위에서 변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사동의 장소성은 ‘전통성’에 입각

하여 ‘현대성’의 특성이 적절하게 혼성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로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로의 장소성은 기존의 주거지, 상업시설과 대학가였다는 특성에 환경계획 및 설계가에 

의하여 공연․예술문화의 장소로 형성된 ‘의식적 장소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학로를 공연․예술문화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대학로를 문화성의 대표적인 장소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노점상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

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대학로에는 

소규모의 카페, 음식점, 패션관련 소품 판매점 등의 현대문화의 공존으로 대학로의 활력을 북돋

우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통합디자인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자본화

에 의하여 창조적 파괴 현상으로 획일적인 현대적 소비문화가 만연되고, 공연ㆍ예술문화의 상

업화는 대학로의 문화성의 특성을 훼손시키고, 공연ㆍ예술문화관련 업종의 유출을 촉발하였으

나, 환경계획 및 설계가에 의하여 주입된 장소적 특성에 의하여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

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대학로의 장소성은 ’문화성‘에 입각하여 공연․예술문화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의미있고 중요한 장소이나, 현대적 소비문화가 혼성되어 공연․예술문화의 장소

성이 훼손되고 상업․소비문화의 장소성으로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안한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를 밝히는 연구 등의 혼합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장소성의 개념과 의미 등에 대

한 더욱 폭넓은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가로의 

장소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

로 계획 및 설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의 공간 계획 및 설계에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도시 가로

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장소, 장소성, 장소성 형성 구조, 장소성 형성 의미, 도시 가로, 인사동, 대학로,

혼합연구방법, 구조방정식 모형,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학  번: 201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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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이라는 시대적인 화두의 등장으로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소(place)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Carmona et al., 2003). 이는 지금까지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시가지 확대의 

성장형 도시시대라고 할 수 있는 ‘도시화 사회’에서 도시가 성숙하고 도시화율이 진전됨으

로 인하여 인구 증가와 시가지 확대가 둔화하는 ‘도시형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小林重敬, 2000, 이삼수,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

맞은 도시개발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1). 이와 함께 1980년

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재구조화와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에

서 슘페터주의적 기업국가2)로의 변화는 지역개발에 대하여 국가정책이나 중앙정부에 의존

하기보다 스스로 힘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강조

하기 시작하였다(최막중, 1998; 공자원 외, 1999)3). 이에 ‘공간 및 장소의 질’을 우선하는 도

시개발 패러다임으로써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개발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고, 도시를 인간답게 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민에게 소속

감을 부여하고,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방안으로써 장소성(sense of place)이 

풍부한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환경계획 및 설계 이론은 도시계획 및 설계의 기조가 단순히 

정책적으로 우수하고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1) 새로운 도시계획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세계

의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적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

다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어바니즘’, ‘스마트성장’, ‘컴팩트시티’, ‘어반빌리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이 있다.

2) 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말하며,

기업국가 또는 경제국가란 경제 분야에 적극 관여하는 국가를 말하며 경제국가에서는 모든 기업이 국유화되기 때

문에 기업국가라 불리며, 그 전형적인 형태가 독점자본주의국가를 칭한다(두산백과사전).

3) 일국경제 시대에는 기업이 제품을 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본순환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집합적 소비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경제의 지구적 통

합은 국가나 지역의 자율성을 상실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쟁의 패러다임이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

와 도시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도시가 중추적 역할을 하던 중세에 빗대어 ‘신중세’ 내지 ‘신도

시국가’ 시대의 도래라 부르기도 한다(김현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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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등 도시민의 평가에 의한 도시공간의 질적 성장을 키워드로 삼는 21세기 도시 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전략으로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한국토지공

사, 2002; 최강림, 2008)4). 이러한 경향은 현대 도시설계에서 건물과 공간의 시각적 특성에 

관심을 쏟는 ‘시각예술’과 사람, 장소, 활동의 사회적 특성에 집중하는 ‘사회적 활용성’의 두 

패러다임을 종합하여 인간 활동의 다양성을 지니는 성공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맞물리게 되었고, 그동안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개발 위주, 양적 성장의 ‘기능적인 측면’과 

도시를 하나의 예술품으로만 바라보는 ‘모더니스트’들의 접근방식에 의하여 장소와 인간의 

활동 사이에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도시공간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나 전통의 흔적을 무시하는 경향에 의해서 획일적인 모습으로 전락시켰던 기존의 도

시설계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써 고려되고 있다(Carmona et al., 2003; Gleave, 1990).

Jacobs(1961)는 도시에서 최초로 떠오르는 것은 가로이며, 가로에서 경험하는 흥미성은 

결국 도시의 흥미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가로에서 얻는 이미지는 도시이

미지를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Halprin(1971)은 도시의 

가로는 단순하게 도로의 일종이 아니라 3차원적인 의미를 지니는 도시공간의 일종으로 도

시의 품위를 결정짓고, 도시생활의 주기와 방향을 설정하며 도시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의 장소로서 이용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 가로의 장소화에 의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의 가능성을 발견한 환경계획 및 설계의 전문가들은 도시의 심미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지역 정체성을 담아 도시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장

소로서 도시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구성 요소인 ‘가로’의 장소화에 지속적으

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독특한 형성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창

의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인사동’

과 ‘대학로’ 등을 공공디자인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거리‘로 지정하였

고5), 그동안 단순하게 기능만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던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4) 지난 20년 사이에 ‘사람을 위한 장소만들기’의 관점이 도시설계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떠올랐으며(Carmona et

al., 2003), 장소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환경설계 분야와 더불어 경영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장소마케팅 분

야가 도시화,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며 도시개발,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최강림, 2008).

5)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문화와 디자인을 앞세운 소프트시티를 비전으로 서울의 도시환경을 개선

해 나가고자 하는 디자인 서울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로개선사업이다(이소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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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함으로써 지역문화가 소통하는 거리를 조성하여 서울시의 정체성을 발현시키고 거

리 자체가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가로가 지

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한 ’맥락 없는 형태6)‘에 몰두한 일괄적

인 통합디자인의 발상과 수법은 장소와 인간 활동 사이에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한 채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계획안을 도입하였고, 이는 인사동과 대학로를 찾

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고유한 모습을 훼손시키고, 점차 획일적으로 변하게 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었다7).

이처럼 도시 가로의 장소화를 위하여 장소성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그 기초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

부터 환경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획 및 설계 요소가 기계적으로 설정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장소성 형성

의 귀추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표방한 키치적인 문화의 발생과 상업화 등의 의도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장소성 형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에 앞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여 장소를 구성하는 환경요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형성 구조의 해석에 있

어 결과의 보완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장소성 형성 의미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해석하는 

연구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인사동과 대학로에 대하여 형성된 기존 

사고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성의 개념을 

정제할 수 있으면서 연구대상지의 다양한 측면을 이용자의 측면에서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 Alexander(1965)는 도시는 나무구조로 표현되는 단순구조가 아니라 반격자형 구조(semi-lattice), 즉 복합적 관계

구조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도시를 나무구조처럼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구축하여 도시가 지니는 장소 맥락

적 특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지역의 고유한 장소적 특성을 사회적 활용성 패러다임으로써 다양한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의식에 의한 시민참여 등의 복합적 관계구조를 통하여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경관이나 장소를 소멸시키고 자본축적을 위하여 건조환경을 재창조

하는 과정을 흔히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불린다. 창조적 파괴란 외형적으로 도시경관을 바꾸기 위

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경관의 파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관의 창조를 지칭한다(최병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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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소성 형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에 앞서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을 함께 혼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하는 혼합연구방법(Mixed-method)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8)9).

본 연구는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장소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과 의의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

구 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혼합연구방법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장소성 연구를 위한 혼합연구방법의 연

구체계를 제안한다.

둘째, 장소성 형성 원리와 구조 및 요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

소성 형성에 있어서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와 방문용의성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장소성 형성 의미의 해석을 통하여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있

어서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 과정과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분석 결과

를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을 해석한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 시 장소성을 이해하

는 데 있어서 공간계획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연구조사방법에서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 Plato와 Sophist간의 지식의 

근거에 대한 논의, 즉, 현상에 대한 참된 지식 또는 진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주

관적인 해석과 관점에 의해 창조되는가에 관한 인식론적 논쟁의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접근법에 대한 배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각각의 학문적인 독자성과 기여를 인정하고 오히려 양자를 연계시킴으로

써 두 방법의 장점을 살리고 현상에 대하여 더욱 깊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을 도모하려는 혼합연구방법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혼합연구방법은 하나의 현상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상

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맥락과 문제에 얽혀있는 복잡성과 다양성, 차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강민아 외, 2007).

9) Likert(1951)는 정량적 연구방법에서의 양자택일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의 불명료함을 지적하였고, Ratner(2002)는 

경험과 감각이 중요시되는 인간심리현상에 관한 정량적 연구의 파편적이고 피상적이며 모호한 정보만으로 이루어

지는 부정확한 연구결과들에 대해 비판하였듯이, 과학적,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점들을 정성적 

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다(한성미,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경험을 전제로 존립할 수밖에 없는 장

소성을 정량적 연구방법과 인간의 행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및 심리의 미묘함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

성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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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장소성이란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의 경험을 통한 공간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형성되

는 인지적 측면을 지니는 개념으로서 시간(時間)-공간(空間)-인간(人間)의 상호관계에 의하

여 형성되는 다층/다의적인 복합적 개념이다10).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소성의 개념과 함께 유사개념에 대하여 그 정의와 성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장소’, ‘공간’, ‘경관’, ‘이미지’, ‘만족도 및 선호도’의 내용을 ‘장소성’

의 개념과 함께 살펴보았다11).

3.1. 장소와 장소성

첫째, ‘장소’는 어떤 일이 이뤄지거나 벌어지는 곳이나 지리(운평어문연구소, 1997), 또

는 지리적 위치나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말(위키피디아), (어떠한)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곳(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장소는 한정된 공간단위

라는 물리적 측면과 특정한 목적이나 사건의 발생이라는 활동적 측면, 편안함, 신성함, 중

심성, 인공성이라는 상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는 복합적 개념이다(홍경구, 2009). 다시 말

해서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 어떤 용도나 활동을 수용하는 그릇인 동시에 특정한 지점을 

지칭한다. 즉 장소는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에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

여되는 상징적 의미 등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체험’과 ‘참여’로부터 연

유하며, 이러한 개념 규정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의 용례 구분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

며, 이는 장소(場所)와 place의 어의적 고찰에서도 드러난다(이석환 외, 1997; 최강림, 2008)

(표 1). 최근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등 환경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장소라는 개념은 시간-공간-인간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물리적, 비물리적 대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란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도시의 경제적 이득을 주며, 도시

생활에 활력을 주는 환경적 이점이 있으며 문화 활동의 장이 된다(Project for Public

Spaces, 2000).

10) 장소에 대하여 환경심리학, 지리학, 환경디자인, 자원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

나, 서로의 학문적 경향에 의하여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Relph(1976)는 현실에서 장소와 공

간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장소가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경험의 나

이브하고 가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권윤구, 2010에서 재인용).

11) 유사 개념 비교 분석 연구내용은 기존 연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정리하였다(임승빈, 2009; 홍성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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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place
場 所

물리적 
환경
(공간)

구획된 공지, 제단, (타작)마
당, 남새밭, 양지바른 곳,

평평함

관아, 마을, 보금자리, 거처,

위치, 구획됨

넓은 길이나 개방공간(open

space), 사람/사물이 점유한 
공간, 도시·읍·마을, 주거·주
택·마당, 건물·사무실·좌석,

넓고 평평함

활동
모임, 제사, 타작,

채소/곡물 재배
머물음, 휴식, 의지함

점유, 사건(event)의 발생,

특정 목적의 활동 수용

상징
신성, 중심, 생산과 수확,

문화(인공성)

편안함, 고향, 한정,

높은 신분
편안함, 가정 혹은 고향(home),

한정, 문화(인공성)

표 1. 장소(場所)와 place의 어의적 특성 (이석환 외,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개념은 일정행위나 사건이 발생되어 형성된 특

정한 공간을 가리키는 동시에 인간의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과 활동으로 의미가 부여된 물

리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장소성’은 장소의 본질, 구체적으로는 장소가 지니는 의미이며, 인간의 체험을 통

하여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환경에 대한 개

인 또는 집단적 인식, 그리고 특수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내재하는 것이며(국토연구원), 장

소 그 자체의 특성으로 기억할 수 있는, 독특한, 매우 높은 심상성을 가진 장소의 특성을 

말하며,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자각이나 의식으로 어떠한 장소에 대해 개인적 혹은 

공유된 중요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Johnston et al., 1986). 또한, 장소에 대하여 인지된 특성

으로 이는 인간이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의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

소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성은 장소차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소이며,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 내는 장소성이 바로 장소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홍경구, 2009). 장소성은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이

들의 의식, 가치관 등에 따라 형성되고 재형성된 것이다(박선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소성’의 개념은 인간의 체험을 통하여 생성되거나 획

득되는 장소 관련 의미로서 다른 장소와는 달리 가지는 특유한 분위기와 장소가 지닌 정체

성 및 특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소에 대한 지각, 행태 등의 심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비물리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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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과 장소

‘공간’과 ‘장소’의 본질에 대한 논의들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에 의

해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장소는 공간과 대비되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만, 현실에서는 이 둘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소 및 장소성의 개념이 

지니는 다층/다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적 특성에 기인한다. Merrifield(1993)는 공간과 장

소 간의 변증법을 주장하면서, 공간은 사회적 과정의 결과이며, 또한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장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천들이 전개되는 곳이라는 점에

서 실천적 공간이다. 실천의 장으로서 장소는 과정으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동시

에 장소의 구축을 통해 공간이 형성되고 재형성되게 된다(최병두, 2002에서 재인용).

Relph(1976)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일관된 틀을 정식화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며, 공간과 장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장소를 개념적, 경험적 

맥락에서 분리하게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공간을 실용적․원초

적 공간, 지각 공간, 실존 공간, 건축 공간과 계획 공간, 인지 공간, 추상 공간과 같이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

다.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공간은 상식적으로 비어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대상과 사건들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로 인식하는 물리적,

수학적, 기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전종한 외, 2005).

3.3. 경관과 장소

‘경관’은 일반적으로 ‘경치’를 뜻하거나 ‘특색 있는 풍경 형태를 보이는 일정한 지역’을 

뜻하며(이희승, 1963), 경관은 영어로 ‘landscape'인데, 이는 ‘landscipe'는 중세시대에 쓰이

던 단어로, 일정 지주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하여 소유된 지역을 뜻하며(Darity, 2008), 그간 

사용되던 정의 중에서 가장 쉽고도 명료한 정의로는 보이는 환경을 말한다. 최근에는 단순

히 보고 즐기는 경치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생존을 지원해 주는 생태적 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경관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본질을 느끼도록 하는 상징적, 철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관이라는 말은 시각적인 측면을 위주로 하여 생태적인 측면과 토지공간적

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경관의 의미는 지역문화와 특정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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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이미지와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경관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장소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경관과 장소의 엄격한 구분 역시 쉽지 않으나, 몇 가

지 관점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첫째, 경관은 주로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함

축되는데 비해 장소는 ‘안에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그림 1). 둘째, 경관은 물리적 구

성의 성격이 강하며 외부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공간적 범

위를 일컫는 데 비해, 장소는 내부자적 관점으로 일상적인 삶과 실존의 장소로서 다루어지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적 범위를 함축하며, 행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경험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안’을 의미하는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경관은 장소로 전

환되기도 한다(임승빈, 2009; 한국경관협의회, 2008). 이처럼 중심이나 점으로서의 장소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부여되어 우리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며, 이러한 곳은 어

떤 모습으로든 바탕보다는 그림으로 작동하게 된다. 한편 장소는 물리적, 시각적 형태인 경

관을 가지고 있다. 분명 외관은, 그것이 건물의 외관이든 혹은 자연 지형이든, 장소의 가장 

분명한 속성이다. 그러나 모든 장소 체험을 경관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Sauer는 지리학 경관을 ‘개별 장면들에 대한 관찰로부터 추론하여 일반화한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따라서 그가 언급한 지리학적 경관은 어떤 환경의 평균적인 그리고 가장 시각적

인 경관을 의미한다. 경관은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 경관도 움직인다. 경관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이석환 외, 1997). 최근 경관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관계획에서 장소에 관한 요소도 다수 포함되고 있으나, 엄격하게 정

리해 보면 장소는 체험적인 요소, 경관은 시각적인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이므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최강림, 2008).

경관: 바라본다 장소: 중심 혹은 점

그림 1. 경관과 장소 (임승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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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미지와 장소성

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인간 환경의 전체적인 패턴에 대한 이해와 식별성을 높이는데 

관계되는 개념으로 관찰자에게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물리적 사물이 지닌 성질이고, 식

별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 가시성이다. 또한, 환경이미지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거나 또는 관찰자가 환경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것은 관찰자와 그의 환경 사이에 성립되는 쌍방적 과정이다(Lynch, 1960). 장소성과 관련된 

이미지로는 도시이미지를 언급할 수 있다. 도시이미지는 ‘도시의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에 

의해 의식에 나타나는 도시 전체에 대한 직관적인 표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장소

성은 도시 내 일정 장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므로 도시이미

지와 장소성은 형성과정과 내용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시이미지는 심상인 것과 비

교하면 장소성은 장소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다. 도시이미지는 랜드마크나 상징물, 특산품

과 같은 요소를 통해 형성되고, 각 이미지 요소의 명확도가 전체 도시이미지 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장소성은 개인이 장소에서 가지는 경험 및 느끼는 의미를 통하여 형성되고,

개인의 경험 및 느낌의 질과 농담이 장소성 형성의 기준이 된다. 도시이미지는 그 장소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데 비하여, 장소성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내부성과 외부성의 개념을 사용하고는 있으나12) 주로 내부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임승빈, 2009; 홍성희 외, 2011)(표 2).

구분 공통점 차이점

도시
이미지

공간자극을 토대로 지각,

인지, 태도를 거처 반응하는 것

미경험 시에도 형성가능, 개인적 편차가 비교적 적음,

도시 전체에 대한 거시적 형성 → 직간접 자극 모두 형성 요인

장소성
경험 후 형성 가능, 개인적 편차가 비교적 큼,

도시 내 특정장소에 대한 미시적 형성 
→ 직접 자극이 주된 형성 요인

표 2. 도시이미지와 장소성의 비교 (홍성희 외, 2011) 

12) Relph(1976)은 장소의 본질은 장소를 공간상에서 서로 분리시키고,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로 이루어진 

독특한 체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어떤 장소의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다는 것이고 그

곳과 동일시되는 것이며, 더욱 깊이 내부에 있게 될수록 장소와의 동일시, 즉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더욱 강해진다

고 하면서 장소성을 내부성과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내부성 4가지 유형(간접적 내부성(vicarious

insideness), 행동적 내부성(behavioral insideness), 감정적 내부성(empathic insideness), 존재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과 외부성의 3가지 유형(존재적 외부성(extential outsideness), 객관적 외부성(objective outsideness), 부

수적 외부성(incidental outsideness))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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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소 만족도/선호도와 장소성

최근 환경계획 및 설계분야에서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 혹은 선호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도는 일정 사물 혹은 사건에 대한 사람의 느낌, 호의적인 혹은 비호

의적인 느낌으로 정의된다. 즉, 태도는 얼마나 좋아하느냐 혹은 싫어하느냐에 관한 것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태도는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만족도와 선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임승빈, 2007)(그림 2)13).

만족도와 선호도는 일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견해의 정도를 뜻하는 것

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즉, 만족도는 일정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포괄적인) 긍정 혹은 부정의 견해를 뜻하나, 선호도는 일정 대상의 

특정 성질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견해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만족도와 선호도가 긍정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장소 만족도와 선호도는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통해 형성되어 장소 애착을 포괄하는 장소성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홍성희 외, 2011).

하지만 장소 만족도와 선호도가 장소에 대한 1차적인 느낌, 좋고 나쁨을 말하는 데 비하여,

장소 애착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1차적인 느낌에서 나아가 장소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다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장소성은 장소애착뿐만 아니라, 장소의 정체성 심지어 장소혐

오 등 인간이 매개된 심리적 요인 등이 더해진 개념들이 총망라되어 작용하는 것(한성미,

2010)으로 만족도와 선호도가 단순히 긍정적인 느낌만을 통해 형성되는 데 비해 장소성은 

보다 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자극-반응과정 (임승빈, 2007)

13) 환경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이 환경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을 환경지각, 인지, 태도로서 설

명한다. 태도는 ‘일정 사물 혹은 사건에 대한 사람의 느낌’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태도는 

환경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속되어 형성된다. 즉, 인간은 환경을 경험하고 지각하고, 이를 통해 환

경에 대하여 인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Holaha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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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동향과 이론 연구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장소 및 장소성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

는 현상학적, 경험적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실존주의 철

학자를 비롯한 많은 공간 관련 학자들의 이론적 연구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장소 및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장소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현상학에 기

초한 ‘장소 및 장소성의 기술적(정성적) 연구’와 ‘장소 및 장소성 형성에 관한 실증적(정량

적)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장소 및 장소성의 기술적(정성적)/실증적(정량

적) 연구의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실천적 연구로서 ‘장소만

들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그림 3).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각종 장소성 관련 이론연구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나, 장소성

에 관한 최근의 각종 연구 문헌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외의 장소 및 장소성에 관한 

연구와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이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참고하여 별도의 언급은 생략하였다14).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게 

될 혼합연구방법의 개념 및 특징,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 인사동과 대학로에 대한 장

소성 연구를 집중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소 및 장소성 연구

장소 및 장소성 이론연구

장소 및 장소성의 기술적(정성적) 연구 장소 및 장소성의 실증적(정량적) 연구
현상학적, 경험적 관점으로 

장소성을 해석함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기법으로 

장소성을 평가함


장소 및 장소성 실천연구

장소만들기 연구
장소성 이론연구를 토대로 

장소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연구

그림 3. 장소 및 장소성 연구 경향

14) 장소성의 다양한 기술적 및 실증적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협동과제인 ‘도시 내 장소성 구성 요인 및 형성 모델 

연구’(과제번호: 2009-0084749)에서 장소성 연구를 위한 매우 유용한 문헌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권윤구 외, 2011; 임승빈 외 2011a; 임승빈 외, 2011b; 홍성희 외, 2011; 임승빈 외, 2012a; 임승빈 외, 2012b; Kwon

et al., 2011; Im et al., 2012a; Im et al., 2012b 참고).



- 12 -

1. 혼합연구방법의 개념과 유형

1.1. 혼합연구방법의 개념

혼합연구방법은 정성적, 정량적 연구패러다임의 상호배타적 태도와 이분법적인 사고방

식에서 탈피하고 각각의 연구패러다임의 방법적 특징과 장점을 최적화하고자 수행하는 연

구방법이다15). 혼합연구방법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해왔다

는 점에서 그 연구 방법의 정의를 내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혼합연구방법과 관련된 대표적

인 학자들의 정의와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이론에서 추출된 가설을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량적 방법과 정량적인 연구방법에 비하여 해석 및 설명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한 정성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서 개별적으로 취합된 정량적, 정

성적 자료들을 양측의 양립가능성과 실용적 접근을 고수하고, 자료분석 단계나 해석단계에

서 이 둘의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두 연구방법의 장점은 취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시도되는 연구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Creswell, 2003; Creswell et al., 2007; Heiselt

et al., 2010; 오은주, 2008; 김영천 외, 2011)16).

혼합연구방법은 많은 관심 속에서 다양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량적 또는 정성적

인 한 측면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을 넘어서서 연구문제 및 주제에 가장 적절한 연구방

법을 찾아본다는 것에 매우 부합하는 연구방법론이다. 또한, 정성적, 정량적 접근의 혼합을 

통해 단일한 접근에 비해 더 나은 이해를 창출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전제가 놓여있다. 다

시 말하면 혼합연구방법론의 경우,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론의 강점을 활용하는 실용주

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제3의 연구방법론인 것이다(Teddie et al., 2003; Bryman, 2007;

Creswell et al., 2007; Denzin, 2010; 최명민, 2007)(표 3)17).

15)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지난 25년간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방법의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

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공방을 벌여왔다(Jick, 1979). 그 결과 연구자들은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의 단절을 줄이

기 위하여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혼합연구방법

(Mixed Method)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16) 정량적 연구방법은 이론에서 추출된 가설을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해석,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는 반대로 

정성적 연구방법은 해석, 설명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용하기는 하나, 참여관찰이나 면담자료로 얻어진 자료를 연구

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오은주, 2008). 따라서 혼합연구방법은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의 혼용으로 각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7) 연구방법론은 지식에 대한 철학적 사상과 관련된다.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정량적 연구방법을 사

용하고 구성주의 등에 기반을 두는 연구자들은 정성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혼합연구방법론은 어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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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성적 연구방법 정량적 연구방법 혼합적 연구방법

연구목표
이론이나 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의도
이론의 검증 현상의 이해와 일반화

연구질문 추상적이고 개방형 질문
이론에 의거하여 미리 
결정된 구체적인 가설

미리 결정되거나 
만들어가는 방법

질문형태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사상적
배경

구성주의/옹호적/

참여적 지식주장
후기 실증주의적 지식주장 실용주의적 지식주장

분석자료
텍스트나 이미지 

자료(면담자료, 관찰자료 
등을 통해 자료 구독)

수치적 자료(설문조사,

실험자료, 통계자료 등)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의 혼용

※Creswell(2003), 오은주(2008)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 3. 정성적, 정량적, 혼합적 연구방법의 비교

1.2. 혼합연구방법의 유형

혼합연구방법의 유형은 Morse(1991), Steckler et al.(1992), Creswell et al.(2007),

Tashakkori et al.(2009) 등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으며, 이 중 혼합연구

방법의 모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자 Creswell et al.(2007)은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하

는 다양한 연구 형태 중 Steckler et al.(1992)의 네 가지 형태(정량적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정성적 방법, 정량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성적 방법, 정성적 발견을 정교화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의 동등 사용)을 토대로 삼각화 설계, 내재적 설계,

설명적 설계, 탐색적 설계를 제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그림 4).

1) 삼각화 설계

삼각화 설계(Triangulation Design)는 혼합연구방법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연구 유형으

로 같은 연구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인 자료를 다각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Creswell et al., 2007). 삼각화 설계에서는 정성적, 정량적 자료가 대등한 위상을 가지며 정

성적, 정량적 분석결과를 직접 대조시켜 각각의 결과의 유효성을 재차 검증하거나 정성적 

방법을 정량적 방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정량적, 정성적 자료와 결합하는 시

기는 삼각화 설계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비교 및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론이 절대적으로 옳은가에 대해 직답을 하지 않고 절층주의적 입장에 있다. 혼합연구방법론은 방법론 자체보다는 

연구 질문을 적절하게 대답하여 유용한 결과를 내오면 된다는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다(Creswell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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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결합이 해석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자료의 변형을 위한 경우에는 분석단계에서 이루

어진다(오은주, 2008).

2) 내재적 설계

내재적 설계(Emboded Design)는 한쪽의 자료유형이 다른 쪽의 자료유형에 포섭된 설

계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포섭하는 자료유형이 일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포섭되어진 

자료유형이 2차적으로 뒷받침(supportive)하는 역할을 한다. 내재적 설계에서 특정자료(예:

정성적 자료)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해당 자료가 연구 질문에 대해 직접 

대답하는 것은 아니나, 이 자료가 없으면 다른 자료(예: 정량적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불가

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3) 설명적 설계

설명적 설계(Explanatory Design)는 정량적 분석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성적 분석이 

추가되는 2단계 설계전략으로, 정량적 조사로서 일반적인 논리와 이해를 도운 후, 정성적 

조사를 통하여 통계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정하고 설명할 수 있어 정량적 조사로서 발견

하지 못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Rossman et al., 1985; Tashakkori

et al., 1998). 정량적으로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인터뷰나 사례 연구를 통해 특성이나 이유

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다. 가령, 정량적 모형의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거나(혹은 유의하지 

않거나) 극단으로 나왔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정성적 데이터로서 이런 결과

를 설명하고자 할 때, 설명적 모델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강민지, 2008).

4) 탐색적 설계

탐색적 설계(Exploratory Design)는 첫 번째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다른 분석을 시작하

는 2단계 설계전략으로, 설명적 설계와 반대로, 탐색적 설계는 정성적 자료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정량적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탐색적 설계의 주된 목표는 새로

운 지표, 개념, 분류 등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탐색적 설계에서는 

정성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탐구한 이후에, 탐구된 현상의 유효성을 정량적 방법으

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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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유형
특징

자료의 

우선순위

자료의

수집시기

자료의

결합 시기
기호화18)

삼각화 
설계

비교, 대조를 통한 
검증 자료의 
상호 변환

보통 
대등한 관계

동시적
분석이나
해석단계에서 
결합

QUAN + QUAL

내재적 
설계

상이한 대상,

분석수준에 대해 
상이한 유형의 
자료수집 후 포섭

불균등 관계
동시적 
또는 순차적

한 유형으로
다른 유형의
자료를 포섭
(보통 정성적 
자료를 정량
적 자료에 포
섭시킴)

QUAN(qual)

+ QUAL(quan)

설명적 
설계

정량적 자료의 
추가적 해석을 위하여 
정성적 자료를 이용
정량자료에 근거하여 
유형화된 집단의 설명

보통
정량적 자료가 
우선적인 자료

순차적
(정량적자료
먼저 수집)

2단계 
설계전략

QUAN - qual

탐색적 
설계

정성적 자료로 지표,

분류법 등의 개발,

정량적으로 추가 검증 
또는 특성 기술

보통
정성적 자료가 
우선적인 자료

순차적
(정성적자료
먼저 수집)

2단계 
설계전략

QUAL - quan

※Creswell(2003), Creswell et al.(2007), 강민지(2008), 오은주(2008)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 4. 혼합연구방법의 유형과 특징

그림 4. 혼합연구방법의 4가지 설계유형 개념 다이어그램

18) 대문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을 뜻한다. ‘+’는 동시적 진행을 의미하며, ‘-’는 순차적 진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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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합 및 시사점

도시 공간에서 장소성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그동안 장소성의 개념을 직접 환경계획 및 설계에 응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소성 형성

기법 및 형성모델 등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이는 장소성에 관한 기술적(정성적) 연구의 대

표적인 연구자인 Relph와 Tuan가 1970년대에 풍미했던 논리실증주의 방법론에 의한 환경

이미지(environmental images) 연구를 비판하면서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공간과 장소의 의

미를 포착해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장소성 연구는 주로 그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는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현상학적, 경험적 관점으로 본질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

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기인한다.

Relph(1976)는 고대 이래로 지리학의 중심이었던 장소 개념이 이론적으로 진지하게 탐

구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대한 행태나 특정 문제에 대한 분석이 매우 기

계적이고 추상적이며 세계를 쉽게 재현된 구조나 모델로 단순화해서 일상적인 경험의 미묘

함이나 의미를 소홀하게 다루어 환경 설계의 토대가 되거나 사람들과 장소를 더욱 효율적

인 패턴으로 조작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

로써 인간이 날마다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하는 일상의 상황인 생활세계, 즉 

장소에서의 경험의 다양성과 강도를 지리학의 현상학적 관점으로 관찰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Relph는 현상학에 토대한 다양한 인문 및 사회과학 저작들을 중심으로 장소와 공

간의 개념, 장소의 특성, 장소의 정체성과 그 구성요소, 장소경험의 특성 등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심승희, 2005).

Tuan(1977)은 생활세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이를 측정하고 

지도를 그리며 공간법칙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인간의 경험적 자료를 모으고 인

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통한 해석이 함께 고려되어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Tuan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제기하던 다양한 질문

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인간의 성향, 능력, 욕구에 관한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이것들

을 강조하거나 왜곡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생물학적 사실’,

‘공간과 장소와의 관계’, ‘경험이나 지식의 범위’ 등의 주제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인본주의적 통찰력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개념적 틀로서 기술적이며 결론을 내리기보다

는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Relph와 Tuan의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아무런 가설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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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 없이 개방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해당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가시적, 비가시적인 모든 요소를 고려

하는 체험적 접근으로써 전통 과학적 방법이 복잡한 실제 현상을 조작이 가능한 범위로 단

순화시켜 연구하는 ‘환원주의적’ 접근에서 실제 그대로의 현상 그대로 연구하는 ‘총체적 접

근’을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 안에서의 단순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상학적 접근은 기존의 과학적 접근이 복잡한 실제 현상을 

너무 단순화시켜 고찰함으로써 실제 현상을 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창조한 현상을 본다

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상을 실제 그대로 고찰함으로써 보다 현상의 본질에 접

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Relph와 Tuan 이후에도 다수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지속적

으로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였다(구동회 외, 1995).

그러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 사용하는 현상학적 방법론에 토대한 공간과 장소는 ‘공

식적인 지리학(형식적 지리학 또는 과학적 지리학)’의 지식으로 가공되기 이전에 실재하는 

지식보다 우선하는 생활세계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장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즉 이들이 

말하는 장소는 지리가 무엇인지 학습되기 이전에 숲이나 들판, 강에서 미리 직접 경험을 통

하여 알게 된 생활세계의 장소를 의미하였고(심승희, 2005), 따라서 환경계획 및 설계에서 

다루는 공간과 장소의 실체적인 개념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리학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에 의한 장소 및 장소성의 해석의 결과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게 

되었고, 이런 관점에서의 환경계획 및 설계는 주로 전문가의 직관에만 의존하게 되어 이론

적인 취약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체하는 장소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인본주의적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의미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명료한 방법론이나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점, 실제 사회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구동회 외, 1995; 임승빈, 2009; 권윤구 외, 2011)19).

이에 최근에는 현상학적, 경험적 관점을 통한 정성적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장소성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수행되었으나, 이 

또한 장소성의 개념을 쉽게 재현된 구조나 모델로 단순화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19) 정성적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일정 기간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연구자가 조사현장에 적극 

개입하여 현상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적 맥락과 역사에 대하여 더욱 깊숙한 내면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연구자는 내부자가 되려는 강한 충동을 갖고 조사대상에 개입함으로써 연구자

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고 현상을 해석하거나 때로는 현상자체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객

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강민아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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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기계적이고 추상적이며, 장소성이 지니는 일상적인 경험 및 장소가 지니는 다차원

적인 의미를 소홀하게 다루어 장소성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 대하여 비판

을 받고 있다(Relph, 1976; Krupat, 1983; Shamai, 1991; Lalli, 1992; Jorgensen et al., 2001)20).

이처럼 그동안 장소성 연구방법론에 대한 상호배타적인 관점은 장소성 해석에 있어 고

정적인 단면만을 포착함으로써 현상의 변화나 그러한 변화의 심층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게 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장소성 연구에 있어서 정량

적, 정성적 연구를 이분법적으로 진행하여 야기되었던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장소성 연구는 기존 사고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

미를 지니는 장소성의 개념을 정제할 수 있으면서 연구대상지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연구방법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20) 정량적 연구는 연구자가 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대표성과 일반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사

회 현실의 고정적인 단면을 포착함으로써 현상의 변화나 그러한 변화의 심층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취약하

며, 사회현실을 행위자에게 이미 주어진 외부환경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와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간과하게 한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강민아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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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21)

2.1.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정성적 연구

장소성을 현상학적인 관점으로 장소 및 장소성의 이론적, 기술적 연구에 집중하였던 국

내외의 연구자들은 주로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장소 및 장소성이 형성됨을 관

찰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였다.

Relph(1976)는 장소성 형성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고정된 물리적 환경, 활동, 의

미, 그리고 장소의 혼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통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장

소성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의 요소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려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장소성 형성에서 이들 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

였다(그림 5).

그림 5. Relph(1976)의 장소성 형성 구조

Steele(1981)은 장소성의 요소로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심리학적 상호관

계에 의하여 장소성이 형성됨을 장소성 형성 구조를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장소성은 인간

의 환경에 대한 자극적 반응의 일련의 패턴과 같으며, 이런 반응들은 환경 경험자의 의식적

인 지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 반응이라 하였다(그림 6).

그림 6. Steele(1981)의 장소성 형성 구조

21) 권윤구 외(2011)의 연구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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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1996)은 물리적, 사회적, 관리된 환경요소로 구성된 환경요소와 이에 대한 인간

의 심리적 관계에 의하여 형성됨을 장소성 형성 구조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장소성은 관리

자들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장소성의 개념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함을 제안하였다(그림 7).

그림 7. Greene(1996)의 장소성 형성 구조

이석환(1998)은 장소와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관계를 지니며, 장소는 일상생활의 

틀로서 사용되는 특별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만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에 장

소감은 개인적 국면, 장소정신은 집단적 국면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장소성이 형성됨을 장소성 형성 구조의 특성으로 설명하였으며, 장소성 형성에 있어 가

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과 땅이 지닌 독특한 분위기, 물리적 특성 및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기능을 지닌 소환경과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의미와 가치라고 하였다(그림 8).

그림 8. 이석환(1998)의 장소성 형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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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혜(2004)는 장소성은 인간이 장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특성을 일컫는 것으로, 가

시성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형성됨을 주장하면서, 장소는 더는 인간존재의 기반으로서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각에서 상품으로 그리고 적극적 마케

팅의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새로운 장소성 형성에 문화예술축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그림 9).

그림 9. 백선혜(2004)의 장소성 형성 구조

홍성희 외(2011)는 장소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특성 및 경험이 함께 축적되

어 형성되며, 장소성은 공간, 시간, 경험, 의미의 형성요소를 지니며, (3차원인)공간 및 공간

에서 발생하는 인간행태에 대한 (4차원의)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접적 경험을 통해 (5차원

인)의미가 생성·축적된 장소가 지니는 경험적․의미적 특성이라고 하였다(그림 10).

그림 10. 홍성희 외(2011)의 장소성 형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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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정량적 연구

최근 통계기법의 발전으로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정량적으로 구조화하는 연구가 국내외

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Jorgensen et al.(2001)은 장소성은 인간과 장소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믿음, 장소에 대

한 느낌 등의 다차원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정의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

여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심리학의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인 장소애착(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 장소정체성(자신과 장소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 장소의존성의 12개의 측정지표를 장소성을 평가할 수 있는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평가한 결과치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5가지의 가설적 장소성 형성 구조에 대입

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였다(그림 11). 이를 토대로 장소성 형성에서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이 장소애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설명력이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구조방정

식 모형을 심리적인 복지를 위한 중요한 환경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나리오,

경관 지각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그림 11. Jorgensen et al.(2001)의 장소성 형성 구조

Deutsch et al.(2010)는 장소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대표되는 여섯 가지의 요소(애착, 의

존, 정체성, 만족도 분위기, 커뮤니티)를 평가하는 각 지표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측

정지표로 활용하여, 여행자가 지각하는 쇼핑몰에 대한 장소성을 평가하였으며, 각 지표를 

장소성 요인으로 유의미한 결과 값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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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Deutsch et al.(2010)의 장소성 형성 구조

심원섭 외(2008)는 장소성에 대한 이해와 장소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탐색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소성의 구성요인을 밝혀내고, 관광자의 방문특성에 따른 장소성의 인

식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장소성 형성에 접촉시간과 상

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광객의 여행준비과정에서 형성된 체험동기가 접

촉동기와 상호작용이 관광지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소성 형성에 상호작용이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그림 13. 심원섭 외(2008)의 장소성 형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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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2010)는 현대 관광형태에서 중요한 관광목적지의 경험과 장소성을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관광 스토리텔링과 장소성 인식 및 관광경험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하여, 관광스토리텔링 요소가 장소성 인식 및 관광경험에 어떠한 구조적인 인과관계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관광

스토리텔링, 관광경험이 장소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들의 관광경험을 통한 장소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다양한 역사문화시설 등의 시설보강을 위한 노력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관광경험의 주요 요소인 대인관계 증진과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 등 자유

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과 편안한 휴식, 특색 있는 음식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

여야함을 주장하였다(그림 14).

그림 14. 김동기(2010)의 장소성 형성 구조

이남휘 외(2011)는 홍대지역을 대상으로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을 장소성 형성요소,

장소정체성, 장소성 결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검토하여 그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장소정체성 형성요인

의 인과구조 모형을 구축하여 물리적 요소, 활동적 요소, 인적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소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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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남휘 외(2011)의 장소성 형성 구조

2.3. 종합 및 시사점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정성적, 정량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마다 상대적인 개

념적 차이는 있으나, 장소 및 장소성이 지니는 개념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외의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는 장소성의 개념적, 이론적 측면에 집중하여 물

리적, 비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밝히고, 이를 도시 규모

에서 지역사회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성의 하위개념인 장

소정체성, 장소애착, 장소의존성 등의 측면의 평가를 토대로 장소성 형성 구조를 구조방정

식 모형으로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장소성이 지니는 개

념적, 이론적 측면보다는 장소성 형성을 위하여 환경계획 및 설계를 위한 실용적 측면에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파악하고자 하

는 연구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장소성 형성 구조는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는 있으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한 후 그 구조를 구성하는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위하여 심층인터뷰

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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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에서 연구자별로 형성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및 측정항목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는데 한

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개의 장소에 대한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에 앞

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고 장소성의 특성의 개념적인 특

성을 규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

여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분류한 결과, 장소성 형성에 있어 

환경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일

반화된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요소 및 측정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표 5).

연구자 장소성 형성요인

Relph(1976) 환경적 차원 - 활동적 차원
의미적 차원,

장소의 혼
Steele(1981) 물리적 소환경　 사회적 소환경　 - 심리학적 요인

Greene(1996)
물리적 소환경,

관리된 환경
사회적 소환경 - 심리학적 요인

Jorgensen et

al.(2001)
- - -

장소정체성,

장소애착,

장소의존성

Deutsch et

al.(2010)
- 커뮤니티 -

정체성, 애착,

의존, 만족도,

분위기
이석환(1998) 소환경 - 인간

백선혜(2004)
물리ㆍ환경적 

요소
인적사회적 요소 상대적 요소

정서적 상징적
요소

심원섭(2008) 자연환경
역사유적,

사회경제
사람활동,

관광위락
상징정서

김동기(2010) 물리ㆍ환경적　 - 경험ㆍ활동적 정서ㆍ상징적
홍성희(2011) 공간 시간 인간행태 -

이남휘(2011) 물리적 요소 - 활동적 요소 인적 요소

  
장소성 형성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ㆍ문화적 요인 체험적 요인

표 5.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장소성 형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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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동과 대학로에 대한 장소성 연구

3.1. 인사동 장소성 연구

장현진(2007)은 전통음악 공연장을 계획함에 앞서 인사동의 도시공간구조와 건축물의 

입면의 형태, 규모에서 설계를 위한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인사동의 장소성을 형

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낮추고,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고려와 골목길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김효주(2008)는 관광지, 장소성 형성요인, 관광지 매력요인, 관광행동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지 장소성 형성요인을 도출하여, 인사동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관광지 장소성 

인식도가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관광지 장소성 형성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인적․문화적 요인’, ‘물리․

환경적 요인’, ‘정서․상징적 요인’, ‘경험․활동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관광지 

장소성을 형성하는 ‘인적․문화적 요인’이 관광행동인 ‘소비금액’과 ‘체제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관광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순서로는 ‘인적․문화

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경험․활동적 요인’, ‘정서․상징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성우철(2010)은 도시구성 기본요소에 대한 인문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분석을 기반으로 

도심재개발의 영향을 적게 받아 기존의 도시 조직이 잘 보존되고 있는 인사동의 도시구조 

특성과 공간구성 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인사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사동 지역의 도시 건축적 특성은 물길에서 유래되었고, 오랜 역사를 지니는 중심길인 동

시에 지역의 선형마당으로 모든 행위의 장이 있는 인사동길이 있음을 밝혔으며, 인사동길 

변에 위치하는 작은 세장비를 가지는 필지와 불규칙한 골목길의 특성을 통하여 인사동길과 

필지구성의 연관관계에 대한 도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희정(2011)은 인사동과 관련하여 매스컴과 연구들에서 인사동의 전통문화공간으로서

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제 인사동에서의 장소성 변화 및 

양상을 규명해보고자 인사동의 물리적 요소로서 도시조직 및 형태, 형태적 요소로 인사동 

내 업종 분포 및 이용행태, 상징적 요소로써 인사동 및 전통문화업소에 대한 인식 및 선호

를 분석요소로 설정하고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지혜(2012)는 인사동이 전통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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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목격하기 위하여 인사동의 장소성 변화양상을 규명하는 목

적으로 장소와 장소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장소성의 형성요인인 물리적 요소, 행태적 

요소, 상징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요소를 설정하여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박현정(2012)는 오늘날 급속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대도시

에서 시장경제에 의하여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가진 지역의 정체성이 무시되는 것을 비판

하고, 이러한 배경으로 서울의 대표적 도심의 전통문화상업지역인 인사동지역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와 그 요소에 대한 현재 관리적인 틀을 통하여 어떻게 보존되고 있

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현행 관리방식에 대한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2. 대학로 장소성 연구

이석환(1997)은 장소와 장소성에 관한 개념과 의미탐구를 기초로 장소가 만들어지는 과

정을 문화기호학적 해석의 입장으로 파악하고 장소성 형성의 구성요소를 정위, 중심, 한정,

순치로 규정하여 대학로의 장소성을 문화기호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심은정(1999)은 대학로에 취해진 정책으로서의 지역문화전략들과 그로인한 대학로 공

간특성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현재까지 문화시설이 꾸준히 밀집하여 입지하고 있음

을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주거지역은 사라지고 업무상업용도가 대체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김미옥(2000)는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장소

성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홍경구 외(2005)는 대학로에 취해진 여러 특화정책들에 의하여 대학로의 장소성의 대표

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의 입지가 변화하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

하여 문화시설의 입지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연극지원시설의 입지, 편리한 접근성, 배우 등 

직원 확보의 용이성, 문화의 거리로서의 장소성 순으로 도출하였다.

이보희(2008)는 지속적으로 문화전략이라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문화공간인 대학로를 대상으로 공연예술공간의 고유한 장소성이 훼손되고 상업화되

어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문화와 결합한 공간의 의의와 현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 

및 장소에 문화지구 지정이라는 정책적 개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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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합 및 시사점

인사동의 장소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인사동의 장소성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연

구자에 의하여 인사동의 장소성을 ‘전통성’, ‘역사성’ 등으로 미리 규정시킨 후 정형화된 연

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장소마케팅을 위하여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여, 이

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대학로의 장

소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학로의 장소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인사동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연구대상지의 장

소성의 고정적인 단면만을 해석하게 되어 연구대상지의 변화나 그러한 변화에 내재되어있

는 심층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사동의 경우, 전통성을 표방하는 키치22)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장소성을 훼손하

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대학로의 상업적인 장소로 변모하게 되어 고유한 장소성을 

훼손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한편 어떠한 장소의 장소성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단순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장소를 경험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방문목적이나 이용패턴에 따라서 장소성을 인지하는 것

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계획 및 설계를 위한 장소성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

에 의하여 규정하고 해석하는 연구보다는 연구대상지를 경험하는 다양한 이용자와 방문자

들을 대상으로 장소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장소성 인지에 대한 개인의 차이가 있는

지,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가 장소성 형성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

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 형성된 고정된 장소성

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용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가 지

니는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22) 키치(kitsch)라는 말의 어원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윤리적으로 부정함, 진품이 아님의 부정적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쓰레기나 폐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가볍고 저속한 취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 비교적 값이 싸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김병철, 2002). 사전적 의미로

는 고급문화의 미적 기준을 부적절하게 모방한 대량생산된 예술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중앙일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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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가로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도시 가로는 도시를 구획지어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며 도시 내와 외부로부터의 통행

체계로서 계획된 도시 내의 도로와 그를 따라 형성되는 인공구조물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도시의 외부공간의 하나이다. 즉 도로는 노면뿐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수직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3차원적 공간이며,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평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도로와

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우영희, 1985).

도시 가로는 도시공간의 한 부분이므로 가로의 구성요소는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각 요소는 우리에게 인식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융합되어 

복합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가로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짓게 된다(김지혜, 2009).

우영희(1985)는 가로의 구성요소를 구체적 요소와 추상적 요소로 크게 구분하고 구체적 

요소로서 물적 요소와 비물적 요소로 구성하였고, 물적 요소는 다시 건물, 간판, 가로수 등

으로 구성된 수직적 요소와 노면과 같은 수평적 요소로 구성하였다. 또한 비물적 요소로는 

차원, 시간, 에너지로 구성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한 양동양(2006)은 인간 행위의 유무에 

따라 가로공간의 구성요소를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크게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적 

요소는 1차적 요소로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요소와 바닥, 스카이라인 등의 수평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2차적 요소를 1차적 요소에 의하여 한정된 공간에 설치되는 보행

자용 시설물들로 이루어지는 가로시설물, 예술요소, 자연요소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무

형적 요소로는 계절, 날씨 등의 자연적 요소와 역사, 문화 등의 인위적 요소, 사람이나 자동

차의 통해 등의 행위 요소 등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표 6).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가로환경 구성요소는 유형적 요소는 가로환

경의 물리적 요인으로, 무형적 요소는 비물리적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차적 요소는 

건축적 요인, 2차적 요소는 가로적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인위적 요소는 사회․문화

적 요인, 행위요소는 체험적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건축적 요인의 가로환경 구성요소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형태, 재질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가로적 요인의 구성요소

는 가로의 규모, 유형, 형태, 가로시설물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구성요소는 상품, 관리 및 행정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체험적 측면은 관람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표 7).

도시 가로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가로환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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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추후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분 구성요소

유형적
요소

1차

수직적 요소
가로변 건축물의 용도, 상호, 마감, 높이, 간판,

개구부의 형태, 전면공간, 입구 등

수평적
요소

바닥적 
요소

바닥의 마감재 및 패턴, 바닥 색채, 각 부분간의 
레벨차, 바닥간(보도와 차도)의 구분

천장적 
요소

가로의 스카이라인

지하부 교통시설(지하철, 지하도 등), 상업시설(지하가)

조망요소 조망점, 조망대상, 원경․중경․근경 조망

2차

가로
시설물

안전용 택시/버스정류장, 교통표지, 소화전, 난간 등
경보용 우체통, 공중전화, 교통망지도, 포스터게시판 등
결적용 휴지통, 가로등, 화분, 공중화장실, 벤치, 분수 등
편선용 자동판매기, 신문판매대, 매점 등

예술 요소
자연 요소(가로수, 돌, 물 등)

무형적
요소

자연적 요소
장기 빛, 동식물의 생장, 계절의 변화
단기 비, 눈, 이슬, 바람 등

인위적 요소 행정, 경제, 역사, 문화
행위 요소 사람의 행위, 자동차의 움직임

※우영희(2985), 양동양(2006), 이미하(2007)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표 6. 도시 가로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유형적
요소

물리적
요인

1차적
요소

건축적
요인

․건축물 형태 ․건축물 크기 ․건축물 높이 
․건축물 재료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2차적
요소

가로적
요인

․가로의 형태 ․가로의 규모 ․가로의 유형 
․가로의 포장 ․가로시설물 ․식재 및 녹지

무형적
요소

비물리적
요인

인위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인

․상품 ․관리 및 행정 ․형성역사 ․업종

행위
요소

체험적
요인

․관람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양동양(2006), 이미하(2007)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표 7.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도시 가로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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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의 장점은 취하고 

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하여 혼합연구를 위한 정량적 연구방

법인 ‘구조방정식 모형’과 정성적 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를 통한 내용분석’의 기본적인 개

념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5.1.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23)

장소성은 환경에 대한 인간과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복심리적인 개념이며, 장

소성이 형성되는 구조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형성요인 간의 단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관찰

되지 않는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까지도 고려하여 검정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장소

성 형성요인 및 영향관계를 함께 규명하는 연구방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1) 구조방정식 모형의 개념 및 특징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최근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의 하나로,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해서 모

형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을 의미한다24).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 간의 관

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변수 간의 관계

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단일 변량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판별분석 등 여

러 종류가 있지만, 이들 각각의 기법들은 단지 변수 간의 단편적인 관계뿐이 보여주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구조방정식 모형은 회귀분석, 요인분석, 중회귀 분석, 다변량 분

석에 이르는 다양한 통계 방법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며, 다른 통계 방법이 제공

할 수 있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고 단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 변수 간의 

23) 김주환 외(2009), 노형진(2007), 배병렬(2009) 등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권윤구(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하였다.

24)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의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델링에 의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기종, 2005). 구조방정

식모델링의 출현은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Cliff(1983)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계적 혁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Fornell(1987)은 ‘제2세대 다변량 분석법’이라고 주장하였다(배병렬, 2009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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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abachnick et al., 2001).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많은 개념은 이론적이지만 추상적인 

특성이 있는 잠재변인이며,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모형

을 계량적으로 관찰한 측정지표 간의 상관행렬 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다. 구조

방정식 모형은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 회귀분석이 각각의 사례가 갖

는 실제 관찰 값과 회귀방정식에 의해 예측되는 값의 차이를 최대로 작게 하는 하나의 직

선을 찾는 분석 방법이라면, 구조방정식 모형은 각각의 사례로부터 구해진 표본 공분산행

렬과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집단 공분산행렬 간의 차이를 최대로 작게 하는 데 초점

을 맞춘 분석 방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사회학 및 심리학에서 개발된 측정이론에 기초

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계량경제학에서 개발된 연립방정식모델에 기초한 다중회귀분석 또

는 경로분석 등이 결합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델과 구조모

델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고, 구조모델(structure model)은 다중회귀분석 또는 경로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

로,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잠재변수모델링

(latent variable modeling) 등으로 불린다.

2)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과 평가 과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연구가 어떤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되어야 한다는 순서

와 법칙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축을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① 모형의 개발

구조방정식 모형을 개발할 때에는 첫 번째 단계로 연구대상과 상호관계가 있는 현상 간

의 개념적인 틀인 연구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포함되

는 개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를 하나의 개념적인 틀, 즉 연구모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연구대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아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연구 대상과 관련

된 개념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모형의 개발과정에서 어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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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잠재변수가 될 것인지, 또 어떤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잠재변수를 측정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모형의 평가

앞선 모형 개발 과정에서 구축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

는 과정으로서 모형이 의미 있는 모형으로 받아들여질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카이제곱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카이제곱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이 개발된 초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다. 카이제곱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의 영가설은 ‘모형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인데, 이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을 너무 쉽게 기각

하는 경향이 있다25). 또한, 카이제곱 검증은 (F × (표본크기-1))의 값을 통해 결정되므로 표

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26).

위와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

대 초반부터 많은 적합도 지수가 개발되었다. 다양한 적합도 지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지만, 어떤 지수에서는 모형의 적합도가 좋게 나타나는 반면, 다른 지수에서는 모형의 

적합도가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지수에 근거해서 모형을 평가해

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행한다. 설령, 모든 적합도 지수가 일관되게 모형의 적합도를 좋게 

평가한다하더라도, 논문에 어떤 적합도 지수를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 어떤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먼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즉,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 나기준이 확

립된 적합도 지수가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인 것이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 표본 크기에 민

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명확한 해나 기준을 지닌 적합도 지수는 

NNFI와 RMSEA이다. NNFI, RMSEA와 함께 CFI도 많이 쓰이는 적합도 지수이다. CFI는 

25) 모형은 복잡한 현상을 효과적이면서도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므로 모형은 어느 정도 틀릴 수 있

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Browne et al., 1993).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모형이 완벽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모

형이 자료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26) 표본이 커질수록 카이제곱의 값이 커지므로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동일한 모형이더라도 표본

의 크기에 따라 모형의 기각 여부가 결정되므로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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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김주환 외, 2009)(표 8).

적합도 지수 표본 크기에 민감 간명성 고려 해석 기준
GFI ◯ X .90 이상

AGFI ◯ ◯ X

PGFI ◯ ◯ X

NFI ◯ X .90 이상
RFI ◯ X .90 이상
IFI ◯ X .90 이상

NNFI(TLI) X ◯ .90 이상
CFI X X .90 이상

PNFI ◯ ◯ X

PCFI X ◯ X

RMSEA X ◯ .05 이하

표 8.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③ 모형의 수정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으면 모형을 수정할 수 있지만, 모형에 새로운 경로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경로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배경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라고 하

더라도 함부로 경로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통계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론적 기준에 의

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된 경로는 다른 자료를 이용해 모형을 평가할 경우에도 모

형에 필요한 중요한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홍세희, 2003).

또한, 이론적 배경 없이 통계적 수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로는 설문을 통하

여 도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유의미한 결과 값이라 하

더라도 의미 없는 경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원래의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경로 중 모형의 적합도를 가장 좋게 할 수 있

는 경로를 표시해주는 값을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라고 하며, 원래의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로를 포함하게 되면 감소되는 ∆을 나타낸다. 추가된 경로가 감소시

킬 수 있는 의 값이 자유도 1에서 유의미하면, 그 경로는 통계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④ 모형의 비교

이론적 배경에 의하여 수정된 모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적합도 지수 또는 교차타당도 지

수를 이용하여 이중 값이 높은 모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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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수에 대한 가설검증 및 해석

위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모형의 적합도가 적당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모형에서

의 추정된 계수를 검토하여 유의미한 경로를 도출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6).

경로

도형

구축

➡

모형

분석 및 

모형

인정

평가

➡

모형

추정치

평가

➡

모형

적합도

평가

➡
모형

해석
➡

모형

수정
➡

최종

모형

선택

그림 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적인 분석과정

5.2.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심층인터뷰 조사는 개인 또는 집단이 그들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실제 

삶의 모습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Clark et al., 1999), 세

상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간 경험의 의미를 밝히며 과학적인 설명 이전에 그들

이 경험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뷰 조사는 시간의 흐름이나 사회

적 변수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 측정할 때 새

로운 정보 제공에 따른 주민 의견 변화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설문조사에 비하여, 참여

자들의 토의와 정보교환, 의견 교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습득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심층

인터뷰 연구는 과학적이지 않고 단지 상식만 반영할 뿐이고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며 

또 독자마다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일상세계의 경

험과 그 생생한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Morgan, 1993; 1994; Kvale, 1996; 김성재 외, 2000; 강민아 외, 2007).

장소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사회현실의 고정적인 단면만을 포착함으로써 현상의 변

화나 그러한 변화의 심층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

을 토대로 도출된 장소성 형성 구조 결과의 보완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

정이며, 심층인터뷰 연구를 통하여 연구대상지를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간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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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밝히며 정량적으로 해석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의미나 심리적 반응을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 인터뷰 조사의 유형

인터뷰는 방법론적으로 대면인터뷰, 전화인터뷰, 서면인터뷰로 유형화할 수 있다.

대면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만나 면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면인터뷰는 

개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동시에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며 풍부한 화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면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어느 정도 성실도와 신뢰감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전화로 반밖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전부 알아낼 수 있다(김창룡, 1994). 이는 대면인터뷰가 갖는 장단점을 동시에 

함축한 말이기도 하다. 즉, 대면인터뷰의 장점을 잘 살려야 그것이 장점으로 연구에 반영될 

수 있으나, 만약 연구대상자에게 성실감이나 신뢰감을 주는 데 실패하여 오히려 건방져 보

였다면 만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이영희, 2007).

전화인터뷰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연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화인터뷰는 일정한 절차나 공간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용도

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전화인터뷰는 상대를 보지 않고서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장

단점 모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선 전화인터뷰의 장점은 신속하게 인터뷰할 수 있고 지

방이든 외국이든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뷰할 수 있으며 또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만나서 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부분도 마음 놓고 다룰 수가 있다. 반면에 

단점은 상대방의 표정을 볼 수 없어 연구대상자의 진실성 유무를 파악하기 힘들고 장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점이다(김창룡, 1994).

서면인터뷰는 연구대상자와 만나지 않고 질문을 상대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전달하여 

대답을 얻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서면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서면인터뷰의 장점은 적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대상자가 어디에 살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접촉을 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뷰 대상자로선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다는 것

이다. 반면에 단점도 많다. 가장 큰 것은 답변에 대해 상의하거나 미리 문제가 될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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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빼버리는 등 조작된 혹은 인터뷰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가공된 답변서를 받게 되기 

십상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서면인터뷰는 보충질문이 어려워 일문일답의 단답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창룡, 1994).

2)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과정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Kvale(1996)가 제안하는 인터뷰 대화내

용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분석하고자 제안한 심층인터뷰 내용분석의 5단계인 ‘의미요약’,

‘의미범주화’, ‘담화구조화’, ‘의미해석’, ‘의미창출’의 과정으로 전개한다27)28).

① 의미요약(Meaning condensation)

의미요약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표현한 의미를 더 짧은 형태로 요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긴 문장들의 주요한 의미가 몇 개의 단어로 재표현되는 더욱 간단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그

러므로 의미의 요약은 많은 양의 인터뷰 텍스트를 더 짧고 좀 더 간단명료한 형태로 축소

시키는 것이다.

② 의미범주화(Meaning Categorization)

인터뷰가 범주로 코드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긴 문장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의 여

27) 문화심리학의 현상학적 분석에서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의 의미를 포함해야 하는데, 즉, 중심주제는 의미단위

의 특정한 심리적 의미를 표현하고, 종합적 주제는 중심적 주제의 의미를 표현해야 하며, 종합적 서술은 종합적 주

제의 의미를 전달해야 하며, 종합적 요약은 어떻게 모든 종합적 구조가 상호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

나 Ratner(2002)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구술이 복잡하고 불명확하며 연구자가 주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각 단계의 구조화된 순서가 요구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만약 중심주제의 수가 적고 쉽게 해석될 경우, 종합

주제와 구조의 과정 없이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한성미, 2010에서 재인용).

28) Ratner(2002)는 인터뷰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5단계의 구술분석을 제안하였다. ① 의미 단위의 파악: 의미단위

를 밝히는 과정으로, 인터뷰를 통한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내용에 포함된 심리적 의미로써 응집적이고 독특한 형

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의미단위는 표현된 양상에 따라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으며, 복잡한 생각들

을 포함한 구술일 수 있다. 의미단위에서 구술자의 심리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심 주제로의 범주화: 의

미단위가 파악되고 난 후에는 연구자에 의해 중심주제로 문장이나 절로 표현되어야 한다. 중심주제들은 의미단위

의 심리적 중요성을 표현해야 한다. ③ 종합적 주제로의 범주화: 중심주제가 파악되고 나면, 중심주제와 관련된 여

러 가지 표현들을 종합적 주제로 범주화하여 조직해야 한다. ④ 종합적 구조 및 주제: 각 종합적 주제는 종합적 서

술로 부연 설명되며, 모든 종합적 구조는 비교와 설명으로 종합적 요약으로 전체적으로 합쳐진다. 이때, 원안에서 

중요한 문장, 파악된 주제, 그리고 이들 둘을 더욱 넓은 종합적인 주제로 합칠 수 있다(한성미,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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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보여주는 ‘+’ 또는 ‘-’와 같은 단순한 범주들로 축소된다. 또는 예를 들어서 현상의 강

도를 보여주는 1에서 5까지 척도에 따라 단일 숫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범주화는 

많은 텍스트를 몇 개의 표와 도형으로 축소구성 할 수 있다. 범주는 인터뷰 대상자 자신의 

관용어법에서뿐만 아니라 이론 또는 고유 언어로부터 추출될 수도 있다.

③ 담화구조화(Narrative Structuring)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텍스트를 시간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터뷰 도중에 들은 이야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자체의 구조와 줄거리를 고안해낸

다. 만약 자발적으로 말한 이야기가 없다면, 담화분석은 인터뷰 내내 기록된 많은 사건들로

부터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다. 의미요약과 함께, 담화분석은 일반적

으로 고유 언어 영역 내에 머무를 것이다. 담화를 통한 구조화는 보통 인터뷰 텍스트의 양

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한 인터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좀 더 

정교한 담화로 발전시킴으로써 텍스트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

④ 의미해석(Meaning interpretation)

텍스트의 명백한 의미를 구조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텍스트의 좀 더 깊이 있고 다소 사

색적인 해석으로 나아간다. 동일한 인터뷰내용을 여러 사람이 해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편

협함을 벗어날 수 있다.

⑤ 관련방법을 통한 의미창출(Generating meaning through ad hoc methods)

절충적인 접근방법이다. 정교해진 텍스트의 방법과 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인터뷰 텍

스트에 대한 다양한 상식적인 접근방법은 그 자료 내의 각기 다른 부분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창출 결과는 단어, 수치, 도형, 일관작업도 그리고 이들

을 혼합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심층인터뷰 내용분석의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7).

의미요약

단계
➡

의미범주화

단계
➡

담화구조화

단계
➡

의미해석

단계
➡

의미창출

단계

그림 17. 심층인터뷰 내용분석의 기본적인 분석과정 (Kval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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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1.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로서, 크게 혼합연구방법

을 위한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와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로 구성되며, 이를 통하여 인사

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을 이용자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적 범

위를 포함한다(표 9).

첫째, 혼합연구방법의 정량적 연구로서 인사동과 대학로를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소성 형성 원리와 구조, 요소의 영향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둘째, 혼합연구방법의 정성적 연구로서 인사동과 대학로를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이 형성되는 현상을 심층적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토대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혼합연구방법의 관점으로 비교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을 해석하여, 추후 도시 가로의 환경계획 및 설계에 

있어 활용 가능한 환경계획 및 설계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분 연구 내용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장소 및 장소성 유사 개념 비교 연구 ․유사 개념 연구 고찰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

․개념 규정 및 연구방법론   
구성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인사동과 대학로에 대한 장소성 연구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

정량적
연구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 ․설문조사 ․구조방정식 모형

정성적 
연구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해석
․혼합연구
․연구결과의 비교, 통합 및 해석

표 9. 연구의 내용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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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장소성이 높다고 선정된 서울시의 41개의 장소

(권윤구, 2010; 임승빈 외, 2011a)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과 ‘대

학로’를 선정하였다29). 문화지구는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문화

지구는 ‘문화’가 생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생태적 여건 마련과 동시에 지역의 장소화와 문

화화를 목적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및 관리 분야의 정책 결정에도 도

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인사동과 대학로는 서울시에서 장소성이 높다고 인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

사동은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대학로

는 다양한 규모의 소극장 등의 문화공간을 지니고 있는 공연․예술문화의 거리로 형성되어 

왔다. 서울시에서는 이 두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지역문화가 소통하는 거리를 조성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시키고 장소마케팅의 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그림 18, 그림 19).

한편 인사동과 대학로는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

거리’로 선정되었고,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문화와 소통의 

장소를 만들고,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가로가 지니

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일괄적인 통합디자인 발상과 수법은 물

리적이고 형태적인 확장에만 주로 집중하여 개발하게 되었고, 가로의 모습은 점차 획일화

되어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자본주의 시대의 도시는 전통적 가치, 의식

과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형성되었던 전(前)자본주의 시대의 도시 모습에서 화폐가치에 의

하여 자본축적의 논리에 지배되는 도시공간의 자본화를 생산하였고, 인사동과 대학로는 지

니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경쟁력으로 관광지화 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겪게 된 공간

의 자본화에 의하여 인사동과 대학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

고, 고유한 장소적 특성과 본질적인 기능훼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통합디자인과 도시공간의 자본화에 의한 현대 도시공간의 ‘창조적 파괴’ 현상은 

29) 인사동과 대학로 두 곳의 장소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장소성 연구에 있어 혼합연구방법에 대

한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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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고유한 장소성

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화되어 급격하게 변질되고 있는 인사동과 대

학로에 대한 장소성 연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는 현대 도시공간에 대하여 장소

성 형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적 함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고유한 장소

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장소성 연

구에 있어 혼합연구방법의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증도 함께 가능하

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인사동과 대학로가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30).

그림 18. 인사동 현황과 문화지구경계 (출처: Daum) 그림 19. 대학로 현황과 문화지구경계 (출처: Daum)

30) 문화지구란 역사적, 현실적 환경여건 등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다른 지

역과의 문화적 차별성을 지니는 지역으로,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이며, 좀 

더 나은 공익적 문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자치단체)이 규범으로 규제하거나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이다(이원태, 2000; 황동열 외, 2000). 따라서 문화지구는 일반적으로 문화도시 내의 문화 인프라, 문화 활동 및 프

로그램, 문화경관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별한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정한 곳을 의미한다(이보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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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량적, 정성적 연구방법의 장점은 취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를 위한 혼합연구방법의 연구체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연구방법

을 구성하여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2.1. 장소성 연구를 위한 혼합연구방법 연구체계

장소성은 물리적 환경에서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 심리적 개념이며, 장소성의 

개념이 지니는 복합적인 특성에 의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장소성 연구는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수행하여 형성 원리와 구조를 파악하고, 장

소성 형성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비교, 통합 및 해석하는 상호보

완적인 연구과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 중에서 같은 연구 

주제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적인 자료를 다각적으로 획득하여 이를 

직접 대조시켜 각각의 결과의 유효성을 재차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삼각화 설계’의 관

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장소성 형성 구조를 위한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

하며, 장소성 의미와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방법은 심층인터뷰를 통한 내용분석을 사용하였

다(그림 20). 이러한 연구과정은 정량적 연구인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에서 장소성 형성에 

있어 환원되어 고려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정성적 연구인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20. 장소성 연구를 위한 혼합연구방법 삼각화설계의 개념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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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는 장소성의 구조 및 요소 등의 분석을 통하여 인사동과 대학로

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

한다. 즉 시민 의식에 기초한 해당 장소의 가로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및 형용사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의 관계를 통하여 장소성 형성의 형성원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과정은 우선 도출하고자 하는 형성 구

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가설모형 설정과정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수행

되었던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본 연구를 위한 가설적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

출한다. 그 후에 앞서 도출된 장소성 연구가설 모형을 토대로 연구대상지인 인사동과 대학

로에 대하여 장소성 형용사, 가로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방문용의성을 평가를 실

시한 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의 평가값으로 사용하며, 최종 모형을 선

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그림 21).

장소성 

가설모형 

설정

➡

장소성 형용사

평가

➡
확인적

요인분석
➡

구조방정식

분석
➡

최종 

모형 선정 

및 해석

가로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방문용의성 

평가

그림 21. 본 연구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과정

본 연구에서는 장소성 형성요인, 장소성, 방문용의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1.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형성요인은 상호관계를 

            지니며,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닐 것이다.

 연구가설 2. 장소성의 형성은 방문용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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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장소성 형성요인은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인

으로 구성되고 있으며(Relph, 1976; Steele. 1981; Greene, 1996; Jorgensen et al., 2001;

Deutsch et al., 2010; 이석환, 1998; 백선혜, 2004; 심원섭, 2008; 김동기, 2010; 홍성희, 2011;

이남휘, 2011),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장소성은 가로환경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인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인 영향이 결합하여 형성됨을 알 수 있다31).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해 제안된 이론적 구조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을 위한 장소성 형성 구조의 연구가설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

소성 개념의 도입이 환경계획 및 설계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기 위하여 방문

용의성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그림 22).

이러한 연구가설 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인사동과 대학로의 방

문자를 대상으로 가로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 장소성 평가를 위한 장소성 형용사와 

방문용의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이를 장소성 형성 구조 도출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

형의 평가값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22. 본 연구의 장소성 연구가설 모형

31) 이에 대한 내용은 본 원고의 Ⅱ장 2절의 종합 및 시사점 내용에서 다루었다.



Statement

의미단위

Central Theme

중심주제

General Theme

종합적 주제

General Structure

종합적 구조

General Summary

종합적 서술

xxxxxx[xxxxxx]

Xxxxxx xxxxx

xxx[xxxx xxx]

[xxx xxxx

xxxx][xxxxx]

xxx[xxx xxxx]

1 C.T.1 xx xxxx xxx xxxxx xx

2 C.T.3 xxxx. xx xxx

C.T.5 xxxx xx.

3 C.T.2 Gen. xxx xxx xxxx Xxxxxx

4 C.T.4 theme 2 xxxxx xxx xxxxx

5 xxxx. x xxxxx.

6 C.T. 6 Gen. Xxxx xxx xx

theme 3 Xxxx xxx.

표 10.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과정 (Ratn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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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는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를 분석하여 인사동과 대학

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의 결과를 보완하여 장소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장소성 형성을 위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심층인터뷰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장소성 형성 의미를 규명하고,

이와 함께 장소성 형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그림 23, 표 10).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과정은 Kvale(1996)과 Ratner(2002)가 제안했던 5단계의 내용분석 

과정을 기초로 하여 연구대상지의 장소성 형성 의미를 해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심층인터뷰는 인사동과 대학로에서 인터뷰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대면인터뷰

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는 인터뷰대상자에게 전반적인 연구목적과 요구사항을 설명하였

고,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사람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지에 대한 인터뷰대상

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심층인터뷰 ➡ 내용분석 ➡ 장소성 형성 의미 해석

그림 23.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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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구성과 과정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4).

Ⅰ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고 있다. Ⅱ장은 ‘관련 

연구 동향과 이론 연구’로서 기존 문헌 고찰 및 개념 정리를 통하여 혼합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 인사동과 대학로에 대한 장소성 연구, 도시 가로의 구

성요소에 관한 연구,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Ⅲ장은 ‘연구 

범위와 방법’으로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적 및 공간적 범위와 연구방법을 확립하

였다. Ⅳ장은 ‘연구결과와 고찰’로서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소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Ⅴ장은 ‘연구 요약과 결론’으로서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와 함의를 요약하였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24. 연구 구성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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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와 고찰

1. 인사동의 장소성 연구

1.1. 인사동의 형성 역사와 특성

인사동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

에서 인사동을 지나 관훈동 북쪽의 안국동 사거리까지의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외

의 방문객들이 찾는 지역이다32). 현재의 인사동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조

선시대 한성부의 관인방(寬仁坊)의 대사동(大寺洞)의 가운데 글자인 인(仁)과 사(寺)를 따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명칭의 유래를 가진 인사동길은 북악산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지류로서 조선시대 당시 주택입지에 부적합한 저지대인 개천변이 주거지의 배수로 기

능과 함께 소로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인사동은 서울의 4대문 중 남대

문, 동대문, 서대문으로부터의 길이 만나는 도성 안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였으며, 현재까지도 공간적으로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 안의 가장 큰 상업지역인 시전이 조선 초 이래로 이곳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인사동의 종로변은 조선시대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였고 가장 번성

한 상업의 중심지였다(그림 25). 또한, 삼청동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이 있던 지역

으로 예전부터 풍류를 즐기려던 시인과 문인, 예술인들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또한 조선시

대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주택지이기도 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양대 궁궐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세도가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김좌근, 김병

학 등이 이곳에 살아 안동 김씨 세도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이후 구한말에는 민영익, 민영휘 

등 여흥 민씨들의 집거지가 되었다. 따라서 인사동은 나라 안의 대표적인 상업의 중심지

32) 북쪽으로는 관훈동(寬勳洞), 동쪽으로는 낙원동(樂園洞), 남쪽으로는 종로2가, 적선동(積善洞), 서쪽으로는 공평

동(公平洞)과 접해 있다. 조선 초기에 한성부 중부 관인방(寬仁坊)과 견평방(堅平坊)에 속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

오개혁 당시 행정구역 개편 때는 원동(園洞), 승동(承洞), 대사동(大寺洞), 이문동(李門洞), 향정동(香井洞), 수전동(水

典洞) 등이 인사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대사동, 이문동, 향정동, 수전동, 승동,

원동 등의 각 일부가 통합되어 인사동이 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출장소 제도 신설로 경성부 북부출장소 인사동이 

되었다가 1915년 6월 경성부 인사동이 되었다. 1936년 4월 동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정이 되었

으며, 1943년 4월 구제(區制) 실시로 종로구 인사정이 되었다.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町)이 동(洞)으

로 바뀔 때 인사동이 되었다. 법정동인 인사동은 행정동인 종로1·2·3·4가동 관할 하에 있다(Visit 인사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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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수신전도(首善全圖, 순조25년)에 나타난 인사동과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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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동시에 대표적인 주거지이기도 했다. 인사동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일본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골동품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

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날 인사동에 골동품을 비롯한 고미술점들이 입지하게 된 외부

적 근원이 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몰락한 조선시대의 양반가에

서 경제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골동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인사동에 골동품상들이 모

이게 되었다. 인사동 일대의 가로망의 변화도 시작되어 종로, 우정국로, 율곡로 등이 확폭

되었고, 현재와 같이 큰길에 둘러싸인 가구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1920년대에

서 1930년대에 걸쳐 현재의 태화관길이 신설되어 남북방향의 가로인 인사동길과 동서방향

의 태화관길로 구성되는 인사동의 가로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골동품,

고서적 상점들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활발한 거래를 이루며 운영되었고, 고서화

와 관련된 필방, 표구점들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한국최초의 상업화랑인 현

대화랑이 개업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화랑들이 입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개발이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서 낙원상가, 파고다아케이드 등의 대규모 건물들도 서서히 입지하기 시작했

다. 고급 예술품과 골동품이 거래되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이후 인사동은 대중문화예술

의 거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두 차례의 국제대회가 개최된 1980년대 이후부터 전통찻

집과 주점 등이 자리 잡으면서 문화소비장터, 관광지 인사동으로 변모하게 되어 인사동의 

정취 자체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증가하였고, 오늘날의 전통문화업종들이 모여 있는 인사

동 거리로 조성되었다(그림 26, 그림 27). 이러한 특성은 인사동에 많은 (고)미술관련 업소

들과 전통찻집 등 다양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업소들을 밀집시켰고, 인사동은 전통문화자

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 한국적인 문화관광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사동 주변의 삼청동, 종로, 낙원상가, 조계사, 운현궁 등은 인사

동의 전통성의 특성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28).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는 크고 작은 골목길과 한옥이 분포하고 있어 도심 속에서 또 다른 도심을 느낄 수 있

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a, 권윤구, 2010; 김지혜, 2012).

최근 서울시에서는 인사동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화성과 전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업종의 보호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여타의 도시 가로와 차별점을 

볼 수 없는 인사동 개선사업은 임대료의 상승과 정체성의 훼손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장소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장소성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 의하

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장소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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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사동의 역사적 발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a)

그림 27. 인사동 현황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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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인사동 문화지구의 1층부 업종분포와 주변 현황 (Im et al.,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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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33)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는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

소들의 영향관계와 장소성과 방문용의성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장소성 형용사, 방문용의성과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9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300부를 수행하였으며(표 11), 설문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34).

성별에 따른 대상자 현황은 남성 32.0%(96명), 여성 68.0%(204명)이며, 연령에 따른 대

상자 현황은 20-30대 73.7%(221명), 40-50대 22.3%(67명), 60대 이상 4.0%(12명)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방문빈도는 1주일에 한번이상 32.7%(98명), 2주일에 한번이상 10.3%(31명), 한 

달에 한번이상 7.0%(21명), 한 달에 한번미만 50.0%(150명)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연구대상지 조사내용 조사일시 설문부수 회수율

인사동
․장소성 형용사 평가
․방문용의성 평가
․가로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

2009년 09월 20일 
~ 09월 27일

300부 100%

표 11.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개요

구분
인사동

빈도(명) 평균(%)

성별
남성 96 32.0

여성 204 68.0

연령
20~30대 221 73.7

40~50대 67 22.3

60대 이상 12 4.0

방문빈도

1주일에 한번이상 98 32.7

2주일에 한번이상 31 10.3

한 달에 한번이상 21 7.0

한 달에 한번미만 150 50.0

표 12.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33)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내용은 본 연구자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국토계획학회지에 투고

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다(권윤구 외, 2011 참고).

34) 선행연구에 의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Ding et al., 1995), 표본크기에 관한 일

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표본크기 200은 모델 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Hoelter, 1983),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연구대상지에서 200부 이상을 조사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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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 평가

인사동의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에 관한 평가 결과, 장소성 형용사 평가는 ‘유일

한(평균: 4.78)’, ‘정겨운(4.66)’, ‘중요한(4.64)’, ‘매력적인(4.55)’, ‘전통적인(4.39)’, ‘개성적인

(4.35)’, ‘의미있는(4.34)’, ‘익숙한(4.20)’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일한’, ‘정겨운’, ‘중요한’ 형용

사가 다른 장소성 형용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표 13).

또한, 방문용의성 평가는 ‘재방문희망(4.59)’, ‘걷고싶은(4.40)’으로 평가되었으며, ‘재방문

희망’ 형용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평가되었다(표 14).

이러한 결과는 인사동의 장소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통․예술문화의 측면 

보다는 유일하고 중요한 장소이며,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방문희망에 대한 평가가 높아 선호되는 장소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장소성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개성적인 4.35 1.49

유일한 4.78 1.46

정겨운 4.66 1.53

의미있는 4.34 1.34

중요한 4.64 1.69

매력적인 4.55 1.48

전통적인 4.39 1.50

익숙한 4.20 1.71

표 13. 인사동의 장소성 형용사 평가 (7점 척도)

방문용의성 평가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걷고싶은 4.40 1.71

재방문희망 4.59 1.48

표 14. 인사동의 방문용의성 평가 (7점 척도)

2) 가로환경 구성요소 만족도 평가

인사동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만족도 평가 결과, 물리적 요인에서는 ‘가로의 포장(평균:

4.82)’, ‘건축물색채(4.67)’와 ‘가로의 규모(4.60)’의 만족도가 비물리적 요인에서는 ‘관리 및 

행정(4.43)’, ‘형성역사(4.42)’, ‘관람프로그램(4.22)’의 만족도가 다른 가로환경 구성요인에 대

한 만족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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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 구성요소 평균 표준편차

물리적 
요인

건축적 요인

건축물형태 4.06 1.50

건축물크기 4.28 1.40

건축물높이 3.90 1.47

건축물재료 4.42 1.48

건축물색채 4.67 1.38

옥외광고물 4.59 1.35

가로적 요인

가로의형태 4.28 1.33

가로의규모 4.60 1.36

가로의유형 3.96 1.22

가로의포장 4.82 1.72

가로시설물 3.65 1.48

식재및녹지 3.36 1.44

비물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관리및행정 4.43 1.94

상품 3.34 1.46

업종 4.21 1.58

형성역사 4.42 1.28

체험적 요인
체험프로그램 3.79 1.40

관람프로그램 4.22 1.34

표 15. 인사동의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만족도 평가 (7점 척도)

3)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

인사동에 대한 장소성 형용사 평가, 방문용의성 평가,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만족도 평

가의 결과를 토대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35)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 경로계수가 너무 크거나 표준오차 값이 큰 항목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평가값은 ‘장소성’,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물리적, 사회ㆍ문화적, 체험적 요인’과 ‘방문용의

성’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29),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위한 최종적인 확

인적 요인분석의 평가지표는 (179)=487.4(p=0.000), NNFI(TLI)=0.877, NFI=0.846, GFI=0.857,

AGFI=0.816, CFI=0.896, RMSEA=0.076, SRMR=0.0749으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각 요

인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소성 형성 구조 모형의 측정지표로 적용하였다(표 16)36).

35)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은 Fisher(1912)에 의하여 소개된 추정법으로, 통계학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모수추정법으로 표본의 수가 크면 다른 추정법과 비교하여 매우 좋은 방법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36) 본 연구의 평가지표 NNFI(TLI), NFI, GFI, AGFI, CFI가 0.9 권고수준(Gefen et al., 2000)에는 약간 못 미치지

만,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0.8의 권고수준(Chau, 1996; Taylor et al., 1995)은 초과하는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RMSEA의 값은 0.1이하면(Steiger, 1990), SRMR의 값은 0.08이하면(Jὅreskog et al., 1989; 1993) 자료를 잘 적

합 시킨다고 판단되는 권고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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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요인 측정지표
장소성 개성적인, 유일한, 정겨운, 의미있는, 중요한, 매력적인, 전통적인, 익숙한

물리적 요인 건축물형태, 건축물재료, 건축물색채, 가로의규모, 가로의포장
사회․문화적 요인 관리행정, 상품, 업종, 형성역사

체험적 요인 체험프로그램, 관람프로그램
방문용의성 걷고싶은, 재방문희망

표 16. 인사동 장소성 형성 구조의 최종 측정 요인과 지표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대우도법

으로 분석하여 검정한 결과, 인사동 장소성 형성 구조의 평가지표는 (182)=542.0(p=0.000),

NNFI(TLI)=0.859, NFI=0.829, GFI=0.845, AGFI=0.803, CFI=0.878, RMSEA=0.081, SRMR=0.0778

으로 나타나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표 17, 그림 30).

<연구가설 1>에서 인사동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사회ㆍ문화적, 체험적 요인은 상호

관계를 지니며, 이들은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리적 요인: 0.30, p<0.001, 사회․문화적 요인: 0.58, p<0.001, 체험적 요인: 0.28, p<0.05).

특히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

으며, 그 뒤를 이어 ‘물리적 요인’ 과 ‘체험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인 형태와 프로그램에 대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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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계획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체험적 요인은 가장 낮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

나, 사회․문화적-체험적 요인(0.73, p<0.001)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추후 인

사동의 환경계획 및 설계 시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체험적 요인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된다면 인사동의 장소성에 형성에 좀 더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가설 2>에서 설정한 장소성의 형성은 방문용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0.79, p<0.001). 이러한 결과는 인사동의 장소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할수

록 다시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채택여부

1
물리적 요인 ⇀ 장소성 0.30*** .056 Ｏ

사회․문화적 요인 ⇀ 장소성 0.58*** .202 Ｏ
체험적 요인 ⇀ 장소성 0.28** .107 Ｏ

2 장소성 ⇀ 방문용의성 0.79*** .106 Ｏ
**p<0.05 ***p<0.001,

 (182)=542.0(p=0.000), NFI(TLI)=0.859, NFI=0.829, GFI=0.845, AGFI=0.803, CFI=0.878, RMSEA=0.081, SRMR=0.0778

표 17.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 검정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에서 물리적 요인 측정모형의 측정지표들의 회귀계수는 ‘건

축물재료(0.85)’, ‘가로의규모(0.83)’, ‘건축물색채(0.77)’, ‘건축물형태(0.75)’, ‘가로의포장(0.52)’

으로 도출되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 측정모형의 측정지표들의 회귀계수는 ‘업종(0.56)’,

‘형성역사(0.52)’, ‘관리ㆍ행정(0.43)’, ‘상품(0.39)’ 으로 도출되었으며, 체험적 요인 측정모형

의 측정지표들의 회귀계수는 ‘관람프로그램(0.89)’, ‘체험프로그램(0.74)’으로 도출되었다.

장소성 측정모형의 측정지표인 8가지 장소성 형용사의 회귀계수는 ‘매력적인(0.78)’, ‘전

통적인(0.74)’, ‘정겨운(0.73)’, ‘의미있는(0.66)’, ‘개성적인(0.65)’, ‘유일한(0.63)’, ‘중요한(0.63)’,

‘익숙한(0.50)’ 으로 도출되었으며, ‘매력적인’, ‘전통적인’, ‘정겨운’ 형용사가 다른 형용사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용의성 평가모형의 측정지표들의 회귀계수는 ‘재방문희망(0.88)’, ‘걷고싶은(0.81)’으

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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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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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를 해석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37).

심층인터뷰는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사동에서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인터뷰를 추가하여 인

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18).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심층인터뷰는 총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 남성이 6명, 여성

이 7명이며, 연령에 따라서 20-30대는 8명, 40-50대는 3명, 60대 이상은 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지 조사내용 조사일시 합계(명)

인사동 연구대상지에 대한 생각 및 느낌 2012년 10월 09일 ~ 10월 15일 13명

표 18.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특성 빈도(명) 합계(명)

성별
남성 6

13
여성 7

연령

20대 3

13

30대 5

40대 3

50대 -

60대 1

표 19.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전통성과 한국성의 장소

인사동은 장소의 입지적 특성 및 형성역사의 특성에 의하여 전통․예술문화 자원이 밀

집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의 고유한 전통성을 체험하거나 관람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이다.

[오래된 느낌, 한국적인 면이 많이 남아…. 오래된 느낌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을 느끼는 

37) 심층인터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분석 과정은 본 원고의 <부록 3>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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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오래된 건물들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느낌….][…고즈넉하고 가풍적이며, 전통적인 느낌….

전통적인 요소가 곳곳에 잘 숨어있어…. 가로시설물이나 페이빙도 전통적, 한국적으로 잘 꾸며져 있

는 것 같은 느낌…. …인테리어나 외관이 전통적이고 한국적…. …뒷골목에서 인사동스럽다는 느

낌….][…70, 80년대 한국이 …보존된 장소. …옛날의 모습을 개발의 폭풍에도 조금 남겨놓고 있다는 

것… 인사동을 한국적이라고 생각….][경관자체가 우리나라 전통의 모습…][…한국미가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인사동은 오래된 형성역사와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에 의하여 도처에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다수의 한옥과 기와지붕으로 된 건축물, 오래된 느낌을 자아내는 건

축물 인테리어 등의 건축적 요소와 전통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는 가로등, 바닥패턴, 관광안

내도 등의 가로적 요소는 현대화 되어가는 서울시의 도시공간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래된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사동을 찾는 방문객들은 

인사동의 곳곳에서 다양한 건축적, 가로적 요소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성과 

한국성을 인식하고 있다(그림 31).

그림 31.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건축물 형태와 가로시설물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표현하는 혹은 의미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모아놨기 때문….][전통적이고 한국

적인 음식들도 많이 팔아서 좋아요. …이런 음식들을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데..인사동에 오면 그래도 

담백한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화랑들과 필방들, 희귀한 고서적들, 소박

한 민속공예품들이 많이 전시되어있어서 고풍스러운걸 사진으로 담기에 좋아요.][골동품 잡화상과,

갤러리, 가벼운 전통 기념품점 등이 모여있는 곳…. …오래되 보이는 그림이나 동전, 물건들…]

1960-7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된 골동품과 예술품의 거래는 인사동에 다수의 갤러

리, 전통음식점, 전통찻집, 수공예품점, 기념품 판매점와 골동품잡화상 등의 전통․예술문

화 관련 업종을 집중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 때문에 인사동에는 다양한 전통․예

술문화관련 업종들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방문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통하여 인사동을 우

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성과 한국성을 인식하게 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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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다양한 전통․예술문화 업종의 집중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동양화 위주…. …인사동과 어울리는 갤러리…. 거리를 걷는 경험, 갤러리를 느끼는 경험이 일체

화….][한국적인 면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가장 한국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

는 지역…][재미있고, 옛날 추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즐거움….][다양하게 즐길거리….][…종합시장 같

은 분위기…][길거리에서 행상…한국적인 분위기….][…모던한 느낌과 다양한 볼거리….][…아기자기

하고…다양한 모습을 구경…, 경험하는 곳….][…삭막한 서울 도심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가장 한국

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전통과 문화를 향유하며 그를 소비하고 포용하고 있는 우리의 길….]

[외국인이 한국문화를 알기 위해서 꼭 봐야되는 곳…. 특별하게 랜드마크같은건 없지만 사진을 찍으

면 찍는데로 한국미가 잘 표현….][…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면을 즐기는 곳]

전통․예술문화 관련 업종의 집중은 인사동에서 전통성과 한국성의 특성을 강조한 공

예품점과 갤러리들이 집중뿐만 아니라, 떡메치기, 천연염색과 같은 거리에서 우리나라 고

유의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고, 이에 인사동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통적이고 한국

적인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 및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33).

그림 33.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의 체험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인사동은 정말 전통적인 느

낌….][먹거리도 정말 다양…. 인사동에 오는 외국인들에게는 식문화 체험을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차나 디저트 같은 것…. 식혜라든지 한과 같은건..한국 사람들에게도 명절에나 접하는 음식이니까 한

국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동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

으니까요.][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꼭 함께 인사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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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식사…, 전통차를 마시고 이곳저곳을 구경…. …인사동은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면을 즐기는 

곳…][아기자기한 화방과 볼거리, 전통먹거리 등 한국문화가 집적된 곳…][다양한 즐길거리…, 구경거

리….][…전통 공연들 때문에 볼거리가 많은 곳…. 한복을 입고 행차하는 장면은, 외국인들이 매우 흥

미를 갖는 것…, 화려한 색감에 일단 눈이 즐거우니까 관심을 끌었던 것….][…하회탈열쇠고리를 사러

가기도 하고. 복주머니나, 부채, 자개로 장식된 거울 등을 사러 갈 때 도 있고…. 전통찻집에 가서 한

과랑 같이 내주는 전통차를 마시기도하고, 골목골목에 있는 한식집에도 몇 번 갔었어요.]

전통적인 한옥건축물, 가로시설물과 전통문화 관련 공연이나 퍼포먼스 등에 의한 시각

과 청각, 전통음식점이나 전통찻집 등에 의한 후각과 미각,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다양한 체

험요소 등에 의한 촉각에 의하여 인사동에서는 전통성과 한국성의 경험을 다중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그림 34).

그림 34. 다중감각적 체험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사동은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의 형태, 구성 및 재질 등의 

물리적 요소, 형성역사, 전통․예술문화 관련 업종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와 다양한 먹거

리, 관람 등의 체험적 요소에 의하여 ‘오래된’, ‘전통적인’, ‘한국적인’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

키는 “전통성과 한국성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인사동의 공간구조는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사동길

과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집터가 작은 규모로 분할되면서 집터를 찾아 내부지역에 집을 짓

고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내면서 형성되었다.

[…구수한, 토속적인 느낌…. 고향에 온 느낌…][…작은 골목길…편한, 포근한 느낌…. 뒷골목엔 작은 

규모의 예전 그대로의 한옥…굉장히 친근….][…고즈넉…옛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나무 소

재를 인테리어… 느낌이 포근하고 따뜻….][…오래된 건물들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느낌….][…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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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냄새…][…골목길…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모습, 양식. 기억…. …우리 모습 그 자체….][익숙한 

모습…. 추억….][작은 규모의 상점들…한옥들을 보면 서울시의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정을 느끼

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골목길…옛날 생각…. …편안

함….][…나 어렸을 때의 동네모습…. 서울 다른데 보다는 비교적 옛 모습이 잘 남아있는거지….][…골

목길의 아기자기함…어린 시절에 내가 봤을 때 도시에서 느꼈던 골목 …향수인거지.…뒷골목. 상점들 

아기자기한 모습들….][…인사동은 선들이 부드러워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정말 편

안한 느낌….][뒷골목엔 아직 작은 규모의 예전 그대로의 한옥을 사용하고 있는 파전집이나 음식점,

술집, 갤러리 등이 남아있어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친근해요.]][…돌로 한층한층 쌓아올린 모습…농

촌에서 느끼는 푸근함….][…편안한 느낌….][한옥이나 이런 곳에서 느끼는 포근함, 편안함 같은게 인

사동의 전통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거대한 빌딩 숲 틈 사이에서 고즈넉한 분위기….]

작은 규모의 건축물과 여러 갈래로 뻗어서 얽혀있는 좁은 골목길, 구불구불한 도로와 집

적된 전통문화 관련 업소는 옛 모습 그대로의 골목길과 함께 인사동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

하고 있으며, 가로조성을 위하여 사용된 전통소재의 모습에서 급격하게 도시화되어 모던한 

공간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서 잃어가는 과거의 모습과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익숙함을 인식하고, 이는 인사동을 명소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5).

그림 35.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주 매력이 넘치는 

곳….] [선들이 부드러워요. …정말 편안한 느낌….][소소한 공간을 발견…규모도 작고 골목이 있고 골

목에 아기자기한 상점들…][…좁고 천장이 낮은 편….…][…천장이 낮은 덕분에…갤러리의 모습이 굉

장히 안정되어 보여요. 편한 느낌….][서울시가 지니는 분위기와는 정말 다른 편안한 느낌….[작은 골

목길도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모습이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지만..뭔가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가로의 너비와 가로변 저층 건축물과의 비율, 기와나 처마 등의 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부드러운 형태에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좁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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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과 그 골목길변의 낮은 규모의 건축물의 다양한 모습에서 인사동만의 독특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6).

그림 36. 좁은 골목길과 작은 규모의 건축물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천천히 걷다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이곳에 오면 편안한 느낌….]

[음식이나 보는 것들 모두 예전에 언젠가 보거나 경험했던 것들이어서 그런지 익숙함도 느껴지고요.]

[길거리가 북적거리고,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질, 기름판에 맛있게 구워지는 호떡, 이런 걸 봐도 전통

이란 말보단 우리네 옛날 모습….]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군밤이나 호떡 등과 같은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노점상, 팽이치기

와 같은 민속놀이 기구를 판매하는 노점상, 관상이나 사주를 봐주는 거리의 점집 등의 과거

의 모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체험함으로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7).

그림 37.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점상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사동은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 등

의 물리적 요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노점상과 전통․예술문화 관련 업종 등의 사

회․문화적 요소와 그곳에서의 다양한 체험적 요소에 의하여 ‘익숙함’, ‘편암함’ 등의 감정

을 불러일으키는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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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의 장소

인사동은 골동품점 표구점 등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관련 업종이 밀집하게 되었

고, 이 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외의 방문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인사동은 방문자들

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조로 한글로 스타벅스를 쓴 곳….][한글로 된 간판! …인사동의 한국적인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라틴알파벳 대신 한글로 이름을 쓰게 되었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인상

적….][독특한 한글간판들은 다른 거리와는 색다른 느낌…, 영어로 뒤덮인 서울거리에 우리 것도 아름

다울 수 있다는 생각….][문구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는 모습을 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

각….][…전통적인 느낌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현대적인 모습…. 이젠 전통만을 즐기

러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 …모던한 느낌….][전통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삶? 이라고 표현하는게 

좋겠어. 그리고 요즘엔 건물들도 이쁜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 과거하고 현재하고 합쳐진 느낌….]

인사동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한국 전통문화의 거리로 발전하기 위하여 고유

한 전통성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옥외광고물의 한글화를 통하여 

인사동의 고유한 특성과 이질적인 현대적인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와 기타 업체에 전통성과 

한국성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사동의 고유한 특성을 지켜나가려는 다양한 시도에서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8).

그림 38. 한글로 된 옥외광고물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독특한 건물… 쌈지길에는 …공예품 …판매….1층부터 5층의 하늘정원이 골목길의 형태로 연결된 

아주 이색적인….][…건물이 나선형 비탈길로 연결된 구조가 참 신기했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보는 

게 좋았어요. 인사동길을 마치 건물하나에 모두 모아놓은 느낌….][가로에 있는 수로나 물확을 형상화

하는 것 같은 플랜트, 포장 등이 …특색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생각….]

우리나라 고유의 공간구조인 ‘좁은 골목길’이라는 특성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나선형 비탈길의 형태로 형상화시켜 건축된 ‘쌈지길’은 인사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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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국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 공연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인사동의 장소

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성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한 가

로시설물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9).

그림 39. 전통성에 대한 재해석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모던, 현대적…. …복합되어있는 최근의 한국을 보여주는 공간….][…전통적인 그림…. …모던하고 

팝아트적인 현대 그림도 같이 있다….][과거와 현재를 표현…. 역사적이고 모던한 분위기가 혼합…,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진정으로 표현하는 고유한 지역….][전통적인 기념품이라든지 갤러리들……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 화장품이나 하이힐 같은 쇼핑거리…][한국적인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지역…. …주변의 관광지, 전통적인 느낌, 쇼핑 등 두루두루….][모던하게 정비된 거리와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상, 오밀조밀 골목 사이사이 전통찻집들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오래된 책이나 사

진, 기념품, 도자기를 판매….][…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전통찻집이 이색적인 경험….][…특

별한 경험이 필요할 때 가는 곳…. …비일상적인 공간…,][…갤러리를 구경…, …맛있는 것을 먹기 위

해….][허름하고 낡은 골동품…, …아이스크림을 파는 터키상인, 뽑기 만드는 모습에 추억에 잠긴 어

른의 모습들을 보면 인사동의 활기찬 모습….][…전통적인 다방에 앉아서 차를 홀짝거리면서 전통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았다.][…다양하다….][…화려하고 다양한 소품들로 가득 차 있어….][…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나 노점상들 …우리나라 전통의 퍼포먼스….]

전통성과 한국성을 느낄 수 있는 필방이나 수묵화 갤러리 등과 함께 모던한 팝아트, 다

양한 액세서리, 기타 소품을 판매하는 현대 소비문화의 도입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혼성되어 다양성과 비일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0).

그림 40. 다양한 소품 판매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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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사동은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의 물리적 요소, 다양

한 소품을 판매하는 업종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의 장

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갤러리 문화의 장소 

인사동은 기존의 전통문화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수의 갤러리와 화랑에서 전시되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에 의하여 갤러리 문화가 형성됨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접근성이죠! …인사동만큼 찾아가기 쉬운 갤러리들은 드물어요.][많은 갤러리들을 쉽게 편하게 둘

러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가장 많은 갤러리들이 밀집되어있는 곳….][…분명히 서울의 다른 곳과

는 뭔가 다른 느낌….][…예전부터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많이 해왔고][인사동의 또 다

른 명소는 미술갤러리…. …갤러리는 인사동 고유의 특색을 주는 것 같다.]

인사동의 다수의 갤러리는 접근성이 좋으며, 오랜기간동안 형성된 전통 및 현대예술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갤러리와는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사동은 “갤러리 문화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

그림 41. 갤러리의 다양한 전시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5)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의 재현적 장소

인사동은 높은 임대료와 저급한 상품의 난립, 전통업종과 대립되는 이질적인 업종의 등

장과 높아지는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특성은 상실되고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가 

재현되고 있다.

[…전통상품…획일적…, 품질…좋지 않은 품질…. …중국에서 만든 제품….][…가치 없는 여행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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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매….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고, 인사동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다.][화장품거리로 변하고 있다

는 소식…. 임대료 폭등… 전통상점들이 뒷골목으로….][화장품판매점이라든지 구두 판매점 같은 업

종들이 많이들 들어오게 되서 복잡하다는 느낌….]

획일적이고 질이 떨어지는 전통성을 강조한 상품과 화장품가게, 옷집 등 현대 소비성 

업종의 증가에 의해서 고유한 정체성의 훼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2).

그림 42. 현대소비문화의 도입 (촬영: 연구자, 2008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사동은 전통문화라는 정체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는 소비성 업종의 증가에 의하여 ‘복잡함’, ‘획일적인’, ‘불편함’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의 재현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 개선방안

① 물리적 요인 개선방안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 분석 결과, 작은 규모의 건축물과 규모가 큰 건물일지라도 

입면부가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작은 규모의 상점들이 다양하게 입점하는 것, 전통적 소재를 

활용한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의 개선 등의 모습은 인사동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임을 인식

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개의 건물들이 합쳐져서 규모가 꽤 큰 건물들…. …인사동스러운 느낌은 사라지는게 아닐까?]

[…건물들이 점점 커진다는 느낌….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작은 가게들이 있는게 장점….][가로

의 폭이나 입면들은 다른 대형 상업거리에 비하면 아기자기하고 전통적이긴 하지만…. 점점 많이 현

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인사동의 소규모 건축물과 상점은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최

근 상점의 규모 확장과 합필을 통한 대형화는 인사동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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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진행되는 개발 사업 시 

“건축물에 대하여 소규모 개발 지향”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 인사동에 건물들이 리모델링…유리로 덮어버린다던지, 인사동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로 바

꿔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특색이 사라져버린다는 느낌…. …작은 규모의 상가들은 거대해지게 

될테고, 전통성을 잃어간다면 …관광지로서의 매리트도 떨어지게 되고 그럼 방문객도 줄어들게 될거

예요. …점차 그 색을 잃어가는 그저 서울 한복판 어디가 될지도 몰라요.][…리모델링하더라도 고유한 

특성을 지키려고 요소들을 한국적인 것을 쓰면 좋겠어요. 절충안을 만들어서요.][…인사동스러운 느

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인사동의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된 건축물은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장소성과 이질적인 건축물 재료의 사용은 인사동의 장소성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진행되

는 개발 사업 시 “건축물에 대하여 전통적 재료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 모습이 망가지게 되면 그 분위기가 사라지게 될 거야. 지금도 조금씩 생기는 네모반듯한 건

물들이 인사동 내에 가득 차게 된다면, 그런 모습에서 한국적인 정서, 감성을 찾을 수 없을거야. 하지

만 건물을 짓더라도 ‘쌈지길’같이 인사동 내에서 그 기능이 녹아들어져있는 건물들은 분명히 환영해.]

인사동의 전통적인 측면을 강조한 건축물은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인사동의 장소성과 이질적인 건축물 형태의 개발은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벌어지는 개발 사

업 시 “정체성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의 지향”을 고려할 수 있다.

[가로시설물과 간판, 패이빙 등에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이 중요…][…가로수 혹은 꽃들을 더 심었으

면….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내보일 수 있는 것들….][전통양식이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설치물 또는 공간 조성을 지속적…민간, 정부 부문의 지원과 전통 공연 등의 상설화 등 지속적인 홍

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 안내 표지판 다양화 및 안내서를 제공….][…거리 양족에 돌 화단에 버려

진 쓰레기나 죽어가는 꽃들을 보면 눈살이 찌뿌러지는게 사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

여요. …기본적인 것 쓰레기 치우기나 화단 가꾸기 정도는 주기적으로 빨리 관리….]

인사동의 전통적인 측면을 강조한 가로시설물은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그러나 최근 인사동의 장소성과 이질적인 가로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는 장소성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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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벌어

지는 개발 사업 시 “정체성을 반영한 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관리의 지향”을 고려할 수 있

다.

[위헌일 수도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보조금을 좀 대줄테니까 유지를 해

라라는 것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없애버리는 것 같다. 지나친 규제는 별로 안 

좋다. 지나친 규제는 역동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인사동의 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형태, 크기, 재료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인사동의 장소성의 역동성 있는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

사동에서 향후 벌어지는 개발 사업 시 “과도한 제한 지양”을 고려할 수 있다.

[…인사동 같은 분위기를 …좀 더 그 영역을 확장해야한다고 생각해.…지금의 마켓플레이스를 유지

하고…인사동의 기능을 분산시킨다면 어떨까….][…쌈지길 같은 건물이…다른 곳에 있어도 이렇게 사

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인사동의 장소성이 인사동길로 집중화되어 발생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인사동의 장소

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

사동길로 집중된 기능을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동서로 뻗어있는 골목길로 분산하여 “영역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사동의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점들의 콘텐츠 문제…. 인사동의 고유성을 획득을 하려면 작가들을 위한 공간들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곳만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게 아닐까.]

인사동의 전통예술문화 관련 업종과 작가들은 장소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최

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들이 작가 활동하는 공간을 잃어가는 현상은 인사동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전통예술문화관련 작가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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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문화적 요인 개선방안

인사동의 장소성 분석 결과, 다수의 전통․예술문화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

적 요소를 판매하는 업종은 인사동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임을 인식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 크기나 업종 같은 것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적당하게 제한….][…종로 쪽에서 인사동으

로 들어오는 곳에 있는 화장품 가게나 옷집 들은…관광이 관점에서 보면 장점…, 인사동 전체적인 아

이덴티티를 생각하면 큰 단점이 될 수도….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은 조금 관리가 필

요….][…카페, 화장품 상점 등 업종이 너무 단편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상점들이 너무 복잡

해지고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화장품 가게들이 점점 인사동을 들어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러다가 명동처럼 인사동도 변해버리는게…적어도 인사동에서는 강력하게 제한을 해줬으면….][…

인사동에 입점하는 업종의 용도를 제한…, …상인들의 커뮤니티를 잘 이용….][…다양했던 상점들이 

서서히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더욱 복잡해진 느낌…그렇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적당한 가게들은 있

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구….]

인사동의 전통문화관련 업종은 인사동의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최

근 인사동에 출현하는 현대소비문화관련 업종과 단순해져가는 업종분포에 의하여 인사동

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인사동의 장소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업종 제한과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의 

다양화” 지향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거리…. 기념품점에 들어가면 한국물건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온 골동품들….

…한국적인 특색이 있는 걸로만 팔았으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시장이나 차이나타운에 있는 시장

이나 다를게 없을 것 같아요.][…점점 독창성보다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전통물품이 많아지는 것….]

인사동의 전통문화관련 상품은 인사동의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최

근 독창성과 정체성 없는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인사동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동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의 다양화” 지향을 고려할 수 있다.

[…대형 화장품가게나 일본말로 호객하는 점원, 꿀타래, 오꼬노미야끼 등을 판매하는 거리의 노점상

은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지만…인사동을 꼭 전통적이여야만 한다는 편견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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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인사동은 전통문화예술의 거리이지만 현재 다양한 국적의 요소들의 혼합됨으로써 인사

동의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 및 외래문화 업종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체험적 요인 개선방안

인사동의 장소성 분석 결과, 인사동에는 한국성과 전통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

험적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인사동의 고유한 장소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전통문화로 충분히 채워진 곳…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비와 관리….][지금 있는 것들을 잘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사물놀이 공연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잘 알고 있는 

컨텐츠를 공연한다면 외국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정해진 시간에 공연을 하고 

홍보….][도자기를 빚는 체험… 전통의상입어보고 사진찍는 체험…. 전통음식 만들어보기…서예….

한지로 등 만들기…탈춤공연….][어디서하고 어떻게 참여 하는지 알기 쉽지 않네요, 좀 더 손쉽게 그

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조각보 만들기 체험이나, 수놓는 체험 같은걸 해보고 싶어요, 어쨌

든 무언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대형 모

니터 등을 설치해서, 공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면 어떨까…. 그냥 한국

의 옛날 모습에 이런 것도 있었다. 라고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한적하고 호적

한 길을 걸었을 때의 느낌이 좀 더 한국적….][다만 이것저것해보고 싶은데…어디에서 어떤걸 하는지

도 잘 모르겠고….]

인사동의 전통예술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들은 인사동의 장소성

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이에 대한 참여정보가 부족하여 인사동의 장소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동에

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컨텐츠 참여방안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전통적이거나 역사적인 요소보다는 적절하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유지되어

야 지속적으로 사람을 끌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차 한지공예, 염색, 인형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에 있는 것….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있으니깐 외국인들

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에는 인사동만한데가 없겠죠.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을

거에요.][…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겉모습만 전통문화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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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전통소품을 만드는 인간문화재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고 쉽게 교육 할 수 있는 진정한 전통의 장소가 되어야 인사동의 

고유한 특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동의 전통예술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방

문객들에게는 인사동의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사

동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인사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컨텐츠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인사동이 전통문화의 지역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라면..골목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

램을 운영해보는건 어떨까? …미지의 세계를 모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

겠어.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면서 인사동의 골목길에 있는 상점들을 살펴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체

험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즐거움이야 말로 여행의 즐거움…][…쌈지길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쌈지길은 달팽이처럼 건물을 돌면서 그 내부의 상가들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 이것처

럼 인사동 전체도 전부 볼 수 있게 골목을 들쑤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예전에는 골목

길 안에는 외국인들이 잘 찾아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서 들어가

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많아져서 조금 두려움이 사라진게 있겠죠? 저는 

골목길을 찾아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작은 골목길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보

여주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흥에 젖어있는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사동의 골목길은 인사동의 고유한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사동의 “골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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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결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를 종합하여 장소성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동 장소성 형성 구조를 통하여 인사동의 물리적, 사회ㆍ문화적, 체험적 요인은 

상호관계를 지니며,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인사

동의 장소성과 방문용의성과의 관계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인사동의 물리적, 사회․문

화적, 체험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인사동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인사동의 장소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방문용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

으며, 그 뒤를 이어 ‘물리적 요인’ 과 ‘체험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인사동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전통문화 관련 업종(전통먹거리, 전통찻

집 등)과 예술문화 관련 업종(갤러리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장소성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물리적(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재해석

한 건축물), 체험적(다양한 체험 및 관람 요소 등) 요인들이 인사동의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된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보전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과 가로패턴 등의 물리적 요인의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물리적 요인이 체험적 요인에 비하여 영향력이 크게 평가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 체험적 요인은 가장 낮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인사동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적 요인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와 참

여방법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요

인과 체험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추후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고

려하여 인사동에서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컨텐츠의 참여방안을 개선하고, 인사동의 정체

성에 부합하는 체험 컨텐츠(골목문화 체험, 전통․예술문화관련 체험 등)를 개발한다면 추

후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위한 장소성 형용사 평가에서 ‘유일한’, ‘정겨운’, ‘중

요한’ 형용사가 다른 형용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

는 현대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사동의 도시조직의 패턴과 건축물 및 가로의 형태에서 

과거에 대한 향수와 인간적 척도를 지각하고, 전통성과 현대성의 혼성되어 있는 인사동에

서 경험할 수 있는 비일상적이고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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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겨우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인사동에 대한 심층인터뷰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인사동은 오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의식적 장소성38)’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은 인사동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소에 적용되었고,

전통․예술문화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인사동을 전통성 및 

한국성의 대표적인 장소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노점상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성의 특성과 

함께 한글로 된 옥외광고물, 정체성을 반영한 건축물과 가로시설물과 다양한 상품을 판매

하는 상점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혼성되어 다양성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사동에는 오랫동안 형성된 전통 및 현대예술이 공존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갤러리와는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어 갤러리 문화의 장소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합디자인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자본화에 의하여 형성된 

창조적 파괴 현상으로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가 재현되고 있으나, 무의식에 의하여 형성된 

인사동의 역사성과 한국성의 특성에 의하여 인사동의 고유한 장소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동의 장소성은 ‘전통성’에 입각하여 ‘현대성’의 특성이 적절하게 혼성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로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

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39).

셋째, 인사동의 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인에 대하여 인사동의 정체성을 고려

한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등의 소규모 개발, 한국적 요소의 절충안 도입과 

다양한 형태로의 개발을 지향하며, 쌈지길과 같은 정체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건축물을 추가적

으로 조성하여 인사동길로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분산시키고, 전통․예술문화 관련 작가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하여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과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혼성된 인사동의 특성을 

38) 무의식적 장소성은(unconscious sense of place)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

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이 된다(Relph, 1976; 김덕현 외 역, 2005에서 재인용).

39) 인사동은 서울시에서 장소성이 높은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소성 유형 분류 연구에서 ‘전통성’의 장소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원고의 <부록 1>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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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업종제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체험적 요인에 대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컨텐츠의 재정

비와 함께 다양한 골목문화 체험 컨텐츠 및 다양한 체험 컨텐츠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심층인터뷰 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사

동 심층인터뷰의 내용에서 인사동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그 빈도를 도출하였다(표 20).

빈도수 형용사
51 ㆍ전통적인(+ 역사적인)

32 ㆍ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27 ㆍ한국적인
25 ㆍ이색적인(+ 낯선, 독특한, 비일상적인, 색다른, 생소한, 신기한, 특별한, 특색 있는, 희귀한)

23 ㆍ편안한(+ 편한)

20 ㆍ아기자기한(+ 귀여운, 오밀조밀한)

17 ㆍ재미있는(+ 즐거운, 즐길거리가 있는, 흥미로운)

15 ㆍ현대적인(+ 고풍스러운, 모던한, 세련된, 정돈된)

12 ㆍ고유한(+ 유일한, 토속적인)

11 ㆍ복잡한(+ 붐비는) ㆍ안정적인(+ 낮은, 답답한, 작은, 좁은)

10 ㆍ대표하는(+ 중요한, 진정한, 표현하는) ㆍ좋은(+ 기분 좋은, 만족스러운)

9 ㆍ오래된(+ 옛 모습을 보여주는, 옛 생각나는)

8 ㆍ고즈넉한(+ 모노톤의, 소박한, 화려하지 않은)

6 ㆍ포근한(+ 따뜻한)

4 ㆍ친근한
3 ㆍ구수한 ㆍ인상적인 ㆍ한적한(+ 여유로운, 호젓한)

2

ㆍ감성적인 ㆍ고향 같은 ㆍ사람 사는 냄새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ㆍ의미 있는 
ㆍ유명한(+ 인기 많은) ㆍ화려한 ㆍ활기찬(+ 힘이 넘치는) ㆍ획일적인(+ 천편일률적인)

ㆍ익숙한
1 ㆍ멋진 ㆍ아름다운 ㆍ조화로운 ㆍ즐겨 찾는 

표 20. 인사동 심층인터뷰 내용에서 도출된 형용사

이를 장소성 형용사의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형용

사를 분류하였을 때, 장소성 형용사의 회귀계수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형용사의 빈

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소성 형용사는 빈도수의 

관계에서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표 21).

한편 장소성 형용사와 비슷한 형용사 이외에도 ‘현대적인’, ‘복합적인’, ‘안정적인’ 형용

사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장소성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는 인사동의 

세부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동은 전통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다양한 전통ㆍ예술문화와 갤러리, 카페 등의 현대문화와의 공존으로 인하여 다양한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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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즐길거리를 즐길 수 있고, 이에 인사동을 매력적이고 전통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인사동의 고유한 공간구조에 의하여 형성된 작

은 규모의 건축물과 좁은 골목길은 과거의 모습을 회상시키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여 정겨

운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소성

형용사
의미 강도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형용사 빈도수

매력적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는, 또는 

그런 것

0.78

ㆍ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ㆍ멋진 ㆍ아기자기한(+

귀여운, 오밀조밀한) ㆍ아름다운 ㆍ조화로운
ㆍ유명한(+ 인기 많은) ㆍ인상적인 ㆍ재미있는(+

즐거운, 즐길거리가 있는, 흥미로운) ㆍ좋은(+

기분 좋은, 만족스러운) ㆍ즐겨 찾는 ㆍ화려한 
ㆍ활기찬(+ 힘이 넘치는)

91

전통적인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

0.74 ㆍ전통적인(+역사적인) ㆍ한국적인 78

정겨운
정이 넘칠 정도로 

매우 다정한
0.73

ㆍ감성적인 ㆍ고향 같은 ㆍ구수한 
ㆍ사람 사는 냄새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ㆍ오래된(+ 옛 모습을 보여주는, 옛 생각나는)

ㆍ포근한(+ 따뜻한) ㆍ한적한(+ 여유로운, 호젓한)

ㆍ친근한

31

의미있는
행위, 사물,

현상이 지니는 뜻
0.66 ㆍ의미있는 2

개성적인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또는 

그런 것

0.65
ㆍ이색적인(+ 낯선, 독특한, 비일상적인, 색다른,

생소한, 신기한, 특별한, 특색 있는, 희귀한)
25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0.63 ㆍ고유한(+ 유일한, 토속적인) 12

중요한 귀중하고 요긴한 0.63 ㆍ대표하는(+ 중요한, 진정한, 표현하는) 10

익숙한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 있는

0.50 ㆍ편안한(+ 편한), 익숙한 25

기타 - -

ㆍ현대적인(+ 고풍스러운, 모던한, 세련된, 정돈된) 15

ㆍ복잡한(+ 붐비는) 11

ㆍ안정적인(+ 낮은, 답답한, 작은, 좁은) 11

ㆍ고즈넉한(+ 모노톤의, 소박한, 화려하지 않은) 8

ㆍ획일적인(+ 천편일률적인) 2

표 21. 인사동 장소성 형성 구조의 장소성 형용사의 강도와 심층인터뷰의 형용사의 빈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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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로의 장소성 연구

2.1. 대학로의 형성 역사와 특성

대학로는 서울시에서 인사동과 함께 두 번째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특별

시 종로구 혜화동 사거리에서 이화동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와 그 일대지역을 포함하고 있

다40). 과거의 대학로는 ‘가르치는 것(敎)’을 ‘높이 여긴다(崇)’는 의미로 숭교방(崇敎坊)으로 

불렸던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동숭동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풍수지리상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타산(현재의 낙산)과 동대문과 혜화문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과거 조선시대에 성균

관이 자리 잡은 이후로 대한제국의 공업전습소, 경성제국대학와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

법과대학이 그 명맥을 이어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였다. 1908

년 대한제국 탁지부 건축소가 서양식으로 대한의원과 공업전습소 건물을 세우면서 기존의 

전통적 공간과는 이질적인 근대적 경관이 이 일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사가 준공되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대한의원 뒤편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학문화를 토대로 독특한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마로니에 공원이라는 이름을 있게 한 마로니에 나무는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법

문학부 교수였던 上野(우에노)교수가 지중해에서 직접 가져다 심은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학로라는 공간 형성의 시초가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대학로의 독특한 특

성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생들의 문화와 관련이 깊다. 이곳에 자

리 잡고 있던 옛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1975년 관악산 자락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자리를 주택공사가 인수해서 택지를 만들어 이 일대를 고급주택지구로 만들려고 

했지만, 서울시는 경제개발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문화공간을 조

성하자는 건축가 김수근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되고, 새로 꾸며진 자리는 문화회관 등 연극 전용극장 30여개소가 들어서면서 연중 초

연작, 실험극, 뮤지컬 등을 상연하였고, 이러한 특성을 살려 이 일대를 ‘문화예술거리’로 개

방하면서 1985년 ‘대학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41). 같은 해에 지하철 4호선이 

40) 원래는 기점인 장충동 187번지 장충공원에서 쌍림동·이화동에 이르는 길이 3.1㎞의 도로였으나, 1984년 11

월 7일 가로의 이름을 정할 때 도심구간의 세분화 원칙에 따라 종로5가 사거리에서 장충공원까지가 훈련원로

로 떨어져 나갔다. 처음에는 너비 25m였는데, 지하철 4호선 공사를 하면서 이화동 사거리에서 혜화동 로터리

까지 40m로 확장되었다(Visit 대학로, 2010).

41) 당시 대학로 도시설계안에는 대학로 지역을 대학이 입지하고 있던 곳으로 대학문화가 잔존하고 있고, 마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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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되면서 혜화역이 들어서자 대학로는 도심의 입지에 교통 편의성까지 확보하게 되었고,

기존의 소공연장 밀집지역인 신촌지역에 1983년 개통되었던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됨으로써 

두 지역 간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1985년에 이화 네거리에서 당시 낙산가든의 

700m 구간을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였다.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시작되면서 대학로

는 찾는 방문객수와 이용객수가 급증하였으며, 신촌 지역에 있던 소극장들이 보다 임대료

가 싸면서도 쾌적한 조건을 갖춘 이곳으로 이전해옴에 따라 지금과 같은 연극공연의 메카

로 대학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이곳의 공연예술시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로는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신촌의 백양로, 종로의 파고다

공원과 함께 ‘거리 정치의 공간’, ‘데모의 거리’로 변하게 되었다. 모여들기 용이한 공간적 

특성과 공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미지를 가진 대학로의 상징성, 그리고 인근 

주요 대학의 밀집 등이 자연스럽게 대학로의 기능을 시대적으로 변용시킨 것이다. 이후 ‘문

화의 거리’로 지정된 90년대 이후부터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

최, 가로정비와 조직화되고 정기화된 대학로의 축제는 대학로 일대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

속에 젊은이들의 문화 및 소비 공간으로 뚜렷하게 각인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대학로에는 공연예술 분야, 영화, 영상 및 디자인 분야의 학과를 모은 대

학교의 분원들이 들어서게 되어 대학로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

재까지도 대학로는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야외 음악회, 시낭

송, 연극공연 등에 참여하고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그림 43).

이러한 특성은 대학로에 많은 공연관련 업소들과 젊은층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업소들을 밀집시켰다. 또한 대학로 주변에 위치하는 서울대학교병원, 낙산공원, 성균관대학

교 등은 대학로의 특성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44). 그러나 최근 대학로

의 공연예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로 소극장 주변에는 카페, 레스토랑, 분식점, 오락실,

패스트푸드점 등의 소비성의 상권이 크게 형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대학로가 과거 ‘공연예

술의 거리’에서 ‘상업소비의 거리’로 그 특성이 전환되면서 대학로를 찾는 사람 중 공연예

술 관객은 점차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가격과 임대로 및 권리

금도 상승하고 있다. 대학로 지역을 계속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대학로의 공연예술 문화 특

에 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진흥원 등의 문화, 예술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문화적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미개

발대지에는 문화시설의 입지를 적극 권장하는 등 문화지구로서 특화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임학순, 1999, 이

보희,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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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대학로의 역사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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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대학로 문화지구의 1층부 업종분포와 주변 현황 (임승빈 외,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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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위기에 처할 것이며, 대학로의 공연예술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소극장 및 공연문화뿐만 아니라 대학로의 특성을 보호 및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문화거리사업 및 공연프로그램 위주의 지원

만으로는 대학로의 공연문화 자원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받고 있으나(이석환,

1998; 임학순,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b; 홍경구 외, 2005; 이보희, 2008;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2005b), 장소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장소성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

에 의하여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장소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그

림 45).

그림 45. 대학로 현황 (촬영: 연구자, 2009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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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는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

소들의 영향관계와 장소성과 방문용의성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장소성 형용사, 방문용의성과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1년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80

부를 수행하였으며(표 22), 설문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42).

성별에 따른 대상자 현황은 남성 47.9%(134명), 여성 52.1%(146명)이며, 연령에 따른 대

상자 현황은 20-30대 90.0%(252명), 40-50대 9.6%(27명), 60대 이상 1.0%(1명)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방문빈도는 1주일에 한번이상 22.5%(63명), 2주일에 한번이상 10.4%(29명), 한 달

에 한번이상 33.9%(95명), 한 달에 한번미만 33.2%(93명)으로 조사되었다(표 23).

연구대상지 조사내용 조사일시 설문부수 회수율

인사동
․장소성 형용사 평가
․방문용의성 평가
․가로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

2011년03월25일 
~ 03월 26일

280부 100%

표 22.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개요

구분
대학로

빈도(명) 평균(%)

성별
남성 134 47.9

여성 146 52.1

연령
20~30대 252 90.0

40~50대 27 9.6

60대 이상 1 0.4

방문빈도

1주일에 한번이상 63 22.5

2주일에 한번이상 29 10.4

한 달에 한번이상 95 33.9

한 달에 한번미만 93 33.2

표 23.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선행연구에 의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Ding et al., 1995), 표본크기에 관한 일

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표본크기 200은 모델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Hoelter, 1983),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연구대상지에서 200부 이상을 조사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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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 평가

대학로의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에 관한 평가 결과, 장소성 형용사 평가는 ‘개성

적인(평균: 4.74)’, ‘유일한(4.65)’, ‘정겨운(4.29)’, ‘의미있는(4.52)’, ‘중요한(3.79)’, ‘매력적인

(4.88)’, ‘전통적인(4.53)’, ‘익숙한(4.12)‘으로 평가 되었으며, ’개성적인‘, ’유일한‘, ’매력적인‘

형용사가 다른 장소성 형용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표 24).

또한 방문용의성 평가는 ‘재방문희망(4.59)’, ‘걷고싶은(4.40)’으로 평가되었으며, ‘재방문

희망’ 형용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평가되었다(표 25).

이러한 결과는 대학로의 장소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연․예술문화의 고유한 

특성으로 매력적이고, 개성적이며 유일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방

문희망에 대한 평가가 높아 선호되는 장소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장소성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개성적인 4.74 1.31

유일한 4.65 1.19

정겨운 4.29 1.18

의미있는 4.52 1.37

중요한 3.79 1.35

매력적인 4.88 1.28

전통적인 4.53 1.33

익숙한 4.12 1.49

표 24. 대학로의 장소성 형용사 평가 (7점 척도)

방문용의성 평가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걷고싶은 4.65 1.45

재방문희망 4.96 1.33

표 25. 대학로의 방문용의성 평가 (7점 척도)

2) 가로환경 구성요소 선정 및 평가

대학로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만족도 평가 결과, 물리적 요인에서는 ‘건축물높이(4.46)’,

‘건축물재료(4.45)’, ‘건축물형태(4.44)’와 ‘건축물크기(4.44)’의 만족도가 비물리적 요인에서

는 ‘관람프로그램(4.96)’, ‘체험프로그램(4.57)’과 ‘형성역사(4.30)’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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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 구성요소 평균 표준편차

물리적 
요인

건축적 요인

건축물형태 4.44 1.17

건축물크기 4.44 1.12

건축물높이 4.46 1.17

건축물재료 4.45 1.20

건축물색채 4.23 1.33

옥외광고물 3.58 1.41

가로적 요인

가로의형태 4.07 1.28

가로의규모 4.23 1.24

가로의유형 4.06 1.38

가로의포장 4.01 1.31

가로시설물 3.94 1.28

식재및녹지 4.06 1.39

비물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관리및행정 3.95 1.66

상품 3.99 1.27

업종 4.18 1.38

형성역사 4.30 1.25

체험적 요인
체험프로그램 4.57 1.49

관람프로그램 4.96 1.43

표 26. 대학로의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만족도 평가 (7점 척도)

3)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대학로에 대한 장소성 형용사 평가, 방문용의성 평가,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만족도 평

가의 결과를 토대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그 경로계수가 너무 크거나 표준오차 값이 큰 항목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평가값은 ‘장소성’,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인’과 ‘방문용의

성’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46),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위한 최종적인 확

인적 요인분석의 평가지표43)는 (41)=114.4(p=0.000), NNFI(TLI)=0.860, NFI=0.849, GFI=0.930,

AGFI=0.888, CFI=0.896, RMSEA=0.080, SRMR=0.0634으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각 요

인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소성 형성 구조 모형의 측정지표로 적용하였다(표 27).

43) 본 연구의 평가지표 NNFI(TLI), NFI, GFI, AGFI, CFI가 0.9 권고수준(Gefen, et al., 2000)에는 약간 못 미치지

만,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0.8의 권고수준(Chau, 1996; Taylor et al., 1995)은 초과하는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RMSEA의 값은 0.1이하면(Steiger, 1990), SRMR의 값은 0.08이하면(Jὅreskog et al., 1989; 1993) 자료를 잘 적합 

시킨다고 판단되는 권고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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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요인 측정지표
장소성 개성적인, 유일한, 정겨운, 의미있는, 중요한, 매력적인, 전통적인, 익숙한

물리적 요인 건축물형태, 건축물재료, 건축물색채, 가로의규모, 가로의포장
사회․문화적 요인 관리행정, 상품, 업종, 형성역사

체험적 요인 체험프로그램, 관람프로그램
방문용의성 걷고싶은, 재방문희망

표 27. 대학로 장소성 형성 구조의 최종 측정 요인과 지표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대우도법

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검정한 결과, 대학로 장소성 형성 구조의 평가지표는 (179)=468.4(p=0.000),

NNFI(TLI)=0.811, NFI=0.842, GFI=0.861, AGFI=0.821, CFI=0.839, RMSEA=0.076, SRMR=0.0656 으로 

나타나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표 28, 그림 47).

<연구가설 1>에서 대학로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사회ㆍ문화적, 체험적 요인은 상호

관계를 지니며, 이들은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리적 요인: 0.20, p<0.05, 사회․문화적 요인: 0.41, p<0.05, 체험적 요인: 0.32, p<0.05). 특

히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

며, 그 뒤를 이어 ‘체험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인 형태와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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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계획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 요인은 가장 낮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

나, 사회․문화적-물리적 요인(0.53, p<0.05)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추후 대

학로의 환경계획 및 설계 시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물리적 요인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된다면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좀 더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가설 2>에서 설정한 장소성의 형성은 방문용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0.79, p<0.001). 이러한 결과는 대학로의 장소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할수

록 다시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채택여부

1
물리적 요인 ⇀ 장소성 0.20** 0.078 Ｏ

사회․문화적 요인 ⇀ 장소성 0.32** 0.080 Ｏ
체험적 요인 ⇀ 장소성 0.41** 0.150 Ｏ

2 장소성 ⇀ 방문용의성 0.76*** 0.101 Ｏ
**p<0.05 ***p<0.001

 (182)=472.0(p=0.000), RMSEA=0.076, SRMR=0.0669, NNFI(TLI)=0.814, NFI=0.842, GFI=0.860, AGFI=0.823, CFI=0.839

표 28.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검정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에서 물리적 요인 측정모형의 측정지표들의 회귀계수는 ‘건축

물색채(0.71)’, ‘건축물형태(0.65)’, ‘건축물재료(0.63)’, ‘가로의포장(0.46)’, ‘가로의규모(0.43)’

으로 도출되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 측정모형의 측정지표들의 회귀계수는 ‘상품(0.63)’,

‘업종(0.58)’, ‘형성역사(0.54)’, ‘관리ㆍ행정(0.46)’ 으로 도출되었으며, 체험적 요인 측정모형

의 측정지표들의 회귀계수는 ‘체험프로그램(0.81)’, ‘관람프로그램(0.80)’으로 도출되었다.

장소성 측정모형의 측정지표인 8가지 장소성 형용사의 회귀계수는 ‘매력적인(0.75)’, ‘개

성적인(0.71)’, ‘의미있는(0.69)’, ‘중요한(0.67)’, ‘유일한(0.54)’, ‘정겨운(0.48)’, ‘전통적인(0.31)’,

‘익숙한(0.24)’ 으로 도출되었으며, ‘매력적인’, ‘개성적인’, ‘의미있는’의 형용사가 다른 형용

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용의성 평가모형의 측정지표들의 회귀계수는 ‘재방문희망(0.86)’, ‘걷고싶은(0.66)’으

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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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 89 -

2.3.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를 해석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44).

심층인터뷰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대학로에서 진행하였으며, 추가적

인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인터뷰를 추가하여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29).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0). 심층인터뷰는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 남성이 8명, 여성

이 7명이며, 연령에 따라서 20-30대는 10명, 40-50대는 4명, 60대 이상은 1명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지 조사내용 조사일시 합계(명)

대학로 연구대상지에 대한 생각 및 느낌 2012년 10월 16일 ~ 10월 22일 15명

표 29.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특성 빈도(명) 합계(명)

성별
남성 8

15
여성 7

연령

20대 2

15

30대 8

40대 2

50대 2

60대 1

표 30.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공연ᆞ예술문화의 장소

대학로는 형성역사의 특성에 따라서 공연ㆍ예술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며,

이 때문에 공연․예술문화를 즐기려는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방문자들이 찾는 장소이다.

[마로니에 공원 앞에 설치된 분수나, 공원 내 공연시설, 사랑티켓 매표소 등에서 배부하는 소극장…,

대학로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북돋아주는 요소….][…마로니에 공원 인근에서 보이는 다양한 조형물은 

44) 심층인터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분석 과정은 본 원고의 <부록 3>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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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풍경에서 갑자기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독특한 착각…. 공원 앞에 익살스럽게 생긴 건물은 공

연 안내소로 사용….][…마로니에 공원과 붉은 벽돌 건물이 강렬하게 떠올라요. …붉은벽돌 건물은 이

제 대학로의 상징….][…건물들이 다양한 형태…. …대학로의 분위기와 만나 독특함….][…샘터같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 유럽풍의 건물….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다양한 건물들

이 서로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곳이 대학로….][대학로의 거리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편안한 분위

기….][마로니에 공원은 사람들의 일상…. …딱딱한 건물들 사이에 사람들이 숨 쉬는 이런 숲이 있다

는게 너무 아름답다…. …나무와 사람들로 위요되었다는 느낌에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대학로의 도처에 위치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의 공연 티켓 부스, 환경조형물과 연극

극장 및 공연장은 대학로의 공연ㆍ예술문화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

히 대학로 내부에 위치하는 붉은벽돌을 사용한 다수의 건축물,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과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로 내에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며 대학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요

소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48).

그림 48.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과 가로조형물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젊은이의 거리, 공연문화의 메카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거리…. 대학로의 공연은… 저렴하고 다양

해서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게 매력….][…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대학로하면 소극장….][…

소극장 100여개가 대학로내에 위치….][공연밀집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색….][대학로는…역시 소

극장…. …큰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젊음으로 활짝 핀 활기 

넘치는 대학로거리….][마로니에공원 뒤쪽으로는 공연장…. …관객과 배우가 가까워요. …숨 쉬는 소

리까지 바로 들리고 입김도 닿는 느낌….][…소극장에서의 현장감과 배우들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문화가 발전하였고, 이러한 특성은 오랜 시간동안 

대학로를 공연ㆍ예술문화의 장소적 특성을 지니게 하였다. 대학로의 거리는 연극이나 거리

공연을 찾아오는 젊은층의 방문객들로 하여금 거리의 활력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작은 규

모의 소극장에서는 무대와 가깝게 위치하는 관중석에서 연기자들의 열정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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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다양한 공연장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젊음과 낭만의 거리…. …젊음과 패기, 그리고 대학생만의 낭만….][…젊음과 예술 그리고 공연…. …

각 대학의 예술학과 건물…색다른 느낌….][…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거리…][…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진 연극배우들이 있다는 기대감….][…마로니에 공원에서 여전히 간간히 이루어지

는 거리공연….][다양한 축제…. 아마추어무대의 거리공연 감상하는 장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멋진 라이브도 즐기며, 좋은 연극도 관람할 수 있는 흥겨운 대학로….][…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거리에서 펼쳐지는 거리공연은 아마도 이런 기운을 좀 더 북돋아주는 역할…. …항상 학생들

이 많고 젊은 느낌의 거리…. …생동감이 넘치고. 뭔가 젊은 느낌….]

대학로는 다양한 공연문화는 극장이나 공연장뿐만 아니라 마로니에공원의 주변 거리에

서 언제나 거리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예술문화를 강화시키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리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공연자뿐만 아니라 관람자를 참여시켜 함께 즐기

는 요소가 됨으로서 활력이 넘치고, 이를 찾는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50).

그림 50. 다양한 거리 공연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로는 특색있는 형태의 건축물과 가로환경조형물 등의 

물리적 요소와 다양한 공연․예술문화 관련 업종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과 거리에서 경험

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적 요소에 의하여 ‘정체성’, ‘독특함’, ‘다양함’ 등의 감정

을 불러일으키는 “공연ㆍ예술문화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2 -

2)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대학로는 과거의 도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좁은 골목길과 작은 건축물에 의

하여 대학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건물들…. …걷기에 무난한 너비….][…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낮은 건

물들과 대학로 내부의 길의 균형이 잘 맞는다…. …가게들이 아기자기하게 있어서…친근…][작은 샵

들 보면 오밀조밀한 분위기….][…스케일에서 대학로를 느낄 수 있어요][…거리 곳곳이 이쁘다는 생

각…. 특히 골목…아기자기한 느낌….][…가게는 굉장히 작아요. …이정도의 사이즈가 대학로의 분위

기에 어울린다. …다양한 가게들이 서로의 개성을 발휘하고…. …작으면서도 특성이 있는게….]

작은 규모의 건축물과 여러 갈래로 뻗어서 얽혀있는 좁은 골목길, 구불구불한 도로의 

가로의 너비와 가로변 저층 건축물과의 비율에서 시각적으로 균형감, 안정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규모의 골목길과 상점은 친근감과 다양성을 함께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51).

그림 51. 낮은 건축물과 좁은 골목길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걷다보면 대학 때 집사람과 연애하던 추억….][예전에는 이런 가게들에서 젊은 호기에 술도 많이 마

시고 사람들하고 대화…. …추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이곳의 음식들…대학로의 옛 정취를 즐기러 오는 7080세대들 때문에 복고를 놓치지 않으려는 

식당들….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이색적이여서 호기심삼아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가

게에 들어가면 소품이라던지 인테리어들이 옛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것…. …현대적으로 해석된 복

고…음식들도 떡이라던지, 약과라던지 전통 음식들이 나와서 여자친구들끼리 재미삼아 오면 좋은 것 

같아요][…오래된 책방이나, 작은 스터디룸을 갖춘 카페들… 왠지 대학 다닐 때의 추억이 나서….]

대학로를 찾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수요도 함께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70-80년대

의 특성을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판매하는 음식의 메뉴에 적용은 과거에 대학로의 거리를 걸었

던 이들에게도 과거에 대한 향수와 추억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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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노점상과 업종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70-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옛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일 수도….][…친숙

함….][…대학로는 붉은색 벽돌을 쓴 건물…, …옛날에 살던 집이 생각나서 굉장히 친숙…. …독특하

기도….][…고향같이 포근한 느낌….][…대학로에서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굉장히 친근감….]

[…붉은 벽돌로 된 건물…예전에 살았던 동네 주택가들이 생각나기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붉은 벽돌로 된 건축물은 70-80년대의 주택가의 모습 회상할 수 있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하여금 친숙함과 추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53).

그림 53.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주택가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로는 과거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추억’ 등

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연․예술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적 장소

대학로는 공연․예술문화의 특성에 의하여 소극장과 공연장 등의 다양한 공연․예술문

화 자원과 이를 즐기려는 다수의 젊은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

하고 있다.

[대학로를 문화와 젊음의 거리…카페의 메카…. 소규모의 카페들이 곳곳에 퍼져있어서 나름의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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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을 발휘….][…영화와 연극, 갖가지 공연과 음악뿐만 아니라 카페와 문화로도 가득 차있는 대

학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대학로는 문화와 젊음의 거리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맛집…. …대학로의 즐거움은… 노점상…. …귀걸이. 목걸이. 머리끈. 핸드폰 액세서

리 등을 구경…. 싸고. 작은 삔이나 귀걸이 같은 소소한 것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작은 규모

의 액세서리 가게…. …아기자기한 모습….][…뭔가 신기하고, 다양….]

다양한 공연․예술문화 시설과 함께 최근 다수의 작은 규모의 카페, 음식점과 다양한 

패션관련 소품을 판매하는 상점 등의 현대문화는 대학로의 활력을 북돋우며, 대학로를 더

욱 활성화하는 독특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54).

그림 54. 다양한 카페와 옷집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로는 공연ㆍ예술문화뿐만 아니라 현대문화 관련 업종에 

의하여 ‘다양함’, ‘아기자기함’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공연ㆍ예술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의 재현적 장소

공연․예술문화의 특성을 지니는 대학로는 대부분의 공간구성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으로 되어 있어 마로니에 공원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경관이 기대와는 달리 상

업건축물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술집 천지…대학로는 지저분한 느낌…. 굉장히 복잡….][…많은 술집들이 대학로의 모습을 병들게 

하는 것….][…도로변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게들…. 예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

[…지금은 유흥을 위한 장소….][…홍대나 대학로나 비슷…. …술집이 즐비하고 쇼핑을 하러 가는 

곳….][…대학로는 점점 상업화…. 극장 홍보를 위한 삐끼들…. 건물들이 대형화…프랜차이즈 커피

숍…어울리지 않다….][…큰 규모로 건물…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해야…. …임대료는 높아질거고 …소

극장들은 유지하는데 힘이 들어….][…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소극장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보

호 조치 등을 마련…부족한 지원…. 마로니에 공원 쪽이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되며 그 지역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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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방이나 술집 등 유흥 놀이 시설 신규 입점이 불가능해졌지만, 연극 업체들은 문화지구 지정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연극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대학로의 개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

다…. …임대료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프랜차이즈들에게 밀려나고…. 순수하게 공연하는 가

난한 젊은이들의 거리였던 대학로는 서울 시내에서 비싼 길….][…임대료가 …높아져버리면. 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연기자들이나 극단관리자들은 아무래도 돈이 되는 연극만을 무대에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연기자들에게 자유분방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종과 술집 등의 현대소비문화 관련 업종이 늘어나는 현상은 고유

한 특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특성은 다른 일반적인 상업가로와의 차별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대기업의 진출과 합필을 통한 재건축은 임대료의 상승을 야기하여, 이

를 감당하지 못한 소극장들은 대학로에서 점차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일으키며 대학로

의 정체성의 훼손을 인식하고 있다(그림 55).

그림 55.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다양한 술집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로는 법제적인 측면으로 고쳐질 수 없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하여 공연ㆍ예술문화라는 정체성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는 다수의 프랜차

이즈 업체 등의 대규모의 자본의 투입으로 생성되는 소비성 업종의 증가에 의하여 ‘복잡한’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획일적 현대소비문화의 재현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상업적 공연ᆞ예술문화의 생산적 장소

대학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상업건축물에 의하여 대학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민감

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지금은 좀 가벼운듯한 느낌…][…코믹물 위주…. …코믹물이나 성인물들 …자극적인 소재…. …가

벼운 공연이라도 풍자와 해학이, 그 안에 예술철학이 담겨 있다면 덜 씁쓸할 텐데….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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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학로 내에 물밀 듯이 들어오는 상업화에 의한 결과….][…극단 운영하는 사람들은 죄다 힘들다.

망했다…. 연극 공연 소극장들이 나가 떨어져버리는 현실…. …건물세가 너무 올라 경영난…][…문화

지구로 지정…제한사항… 임대료 사업도 어렵다…. …소극장을 꺼리지만 대학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 …장사가 안 되니까 일종의 돈이 되는 공연을 하자는 분위기…, 개그

콘서트나 성인용 연극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상업성이 짙은 공연들만 잘되는 것도 문제….]

임대료의 증가에 따라서 이를 감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지한 연극 작품보다는 코믹물

이나 성인물 등의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한 상업적인 공연․예술문화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하게 대중성에 치중하게 되어 연극의 질적 저하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

며, 이로 하여금 관객들에게 외면을 받아 소극장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6).

그림 56. 상업적 공연ᆞ예술문화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하여 상업화되어 질적 저하

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공연ㆍ예술문화의 생산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장소성 형성 의미의 공간적 확장의 장소

대학로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소규모의 극장과 공연장 등의 공연ㆍ예술문화관련 업종

을 퇴출시키고,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를 재현하고, 거리의 모습을 상업적인 곳으로 변모

하게 하였다.

[…거리마다 상가들이 들어차고 있어서… 오프 대학로… 상권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

업자나 연극 업체들이 새로운 상권 형성…. …소극장과 작은 카페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

전의 고즈넉했던 대학로의 느낌….]

높아진 임대료를 이겨내지 못한 소규모의 극장을 운영하는 연극관련 업체들은 대학로

의 고유한 공연ㆍ예술문화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대학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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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옮겨 그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57).

그림 57. 대학로 주변지역의 극장과 공연장 (촬영: 연구자, 2010년~2012년)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고유한 특성을 훼손

시키게 되었으나, 이로 하여금 주변지역으로 공연ㆍ예술문화 관련 업종의 확장하는 특성을 

지니는 “장소성 형성 의미의 공간적 확장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 개선방안

① 물리적 요인 개선방안

대학로의 장소성 분석 결과, 작은 규모의 건축물과 상점들이 다양하게 입점하는 것은 

대학로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임을 인식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들이 거대해지기 시작…. 예전 같지 않는 깔끔함…. 그런 곳 앞에서는 아무래도 거리의 공연

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이던데요.][…다양한 형태 때문인지 복잡….][…매일같이 바뀌

는 가게들과 술집들이 가득차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로의 정체성이 사라져 가는게 아닐까…. 공사

를 하면서 건물필지들을 합치고, 큰 규모의 건물….]

대학로의 소규모 건축물과 상점은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최근 토지

합필을 통한 재건축과 상점의 규모 확장은 대학로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로에서 향후 벌어지는 개발 사업 

시 “건축물 규모의 소규모 개발 지향”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로에도 인사동에 있는 쌈지길처럼 뭔가 대학로의 정체성에 적당한 랜드마크가 생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대학로 정체성에 맞는 확실한 랜드마크가 생긴다면 정체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일반적인 서울의 거리로 변하고 있으니까…][…대학로의 거리는 특성이 없는 게 사

실…. 특색있는 건축물 필요….][…야간 경관정비로 좀 더 로맨틱한 거리를 조성….][복잡한 경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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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간판 같은거.][…내부 골목에도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마로니에공원은 대학로를 대표하는 

공간…공원 조경이나 관리가 이루어졌으면….][…길 벽이나 건물 벽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연극 안내 

팜플렛들은 길을 너무 지저분…. …필요한 만큼만 배포…, …특정지역에만 팜플렛….][의미없이 너무 

많은 조각품들이나 예술품들…. …관리가 너무 소홀….…작가들을 프로젝트 팀처럼 구성해서 설치장

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하고 수정 보안…. 전체적인 분위기도 통일….]

대학로의 가로경관은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특색 없는 건축물과 중

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가로 환경조형물은 대학로의 장소성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로에서 향

후 벌어지는 개발 사업 시 “정체성을 고려한 가로조성계획(랜드마크건축물 조성, 야간경관

계획, 가로정비계획, 녹지계획, 가로시설물계획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길을 조금 걷기 편한 소재로…. 지금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서 가끔씩 차라도 마주치게 

되면 아찔한 순간…. …걷기 편한 거리….][…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걷는 차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거에요….]

대학로의 가로는 보행을 위한 보도와 차량 이동을 위한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걷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학로 거리를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분리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로는 아마추어 연기자들이 열정으로 어설픈 연기…그 모습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즐거움이 

가장 중요…. …문화공간, 공연공간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마로니에 공원이 리모델링… …거리

의 공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문화공연을 지원하여, 흥행이 되지 않더

라도 실험적인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방이나, 소규모 예술작업 및 전시 공간들을 마련하고….]

[…공연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에 치중했으면….][…공연장은 작을 수도 있고..오히려 그게 장점이

나 컨셉일 수 있으니 뭐라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학로의 거리공연은 대학로의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은 대학로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로 거리에 “거리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의 조성”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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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문화적 요인 개선방안

대학로의 장소성 분석 결과, 다수의 공연ㆍ예술문화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업종들에 의하여 대학로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인식시키는데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무 상업적인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대로변…전부다 대기업위주…. …일반적인 상가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 …저절로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거지…. 지금이라도 빨리 관리가 필요해.][…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제일 중요…. 특히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등은 필히 제한…. …(가로시설물 등)

을 활용해서 지역만의 특색을 담는 것….][상업지구축소! …사실 메인거리에 있던 극장이나 매표소들

도 싼 임대료를 찾아 더 안으로 깊이깊이 들어가잖아. 지금 대학로에서 볼 수 있는건 수많은 전단지

쓰레기와 커피숍뿐….][…분위기를 흐리는 가게들에게 제제…. …다양한 상점들 중에서 공연문화가 

키워드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거구요.]

대학로의 공연예술문화 관련 업종은 대학로의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나 최근 대학로에 출현하는 현대소비문화관련 업종과 단순해져가는 업종분포에 의하여 대

학로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로의 장소성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의 제한과 적합한 업종의 다양화”를 고려

할 수 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들이 아주 다양…. …대학로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미숙

함…. 최근에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설정…정부적 차원에서 지원 및 제한을 하겠다는 것…. …극장 같

은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조성….…새로운 관점으로 발전….][…공연문화가 대학로의 

정체성이자 인구유입의 원인…. …문화지구로 지정…현실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연극을 만들 

때 좀더 양질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던지….][…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대학로 공연장

을 유지하거나 확충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력….][…줄어드는 소극장의 유지 및 부흥

을 위한 문화관련 재원의 투자,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 등의 이벤트 프로그램의 강화, 아무래도 문

화 인프라를 구축….][…소극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보호조치 등을 마련해서 지원해주고는 있지

만. 이런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정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임대료 안정이라던지..공

연문화시설의 확충…소극장의 관리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공연에 대한 지원 등의 지원….]

대학로의 공연문화는 대학로의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최근 경제적

인 이유에 의하여 대학로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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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컨텐츠의 보호 및 개발”을 고

려할 수 있다.

③ 체험적 요인 개선방안

대학로의 장소성 분석 결과, 대학로에는 공연ㆍ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적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학로의 고유한 장소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리공연 축제를 정기적으로 마련….][…거리에는 소광장이나 거리의 악사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이 

청소년들에게 폭넓게 주어져서, 문화예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대학로의 거리공연은 대학로의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거리공연 축

제의 다양화”를 통하여 대학로의 장소성을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지나친 호객행위에는 거북함을 느꼈습니다.][…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들이 많이 있어요. …너

무 심하게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들을 보면 좀 불쾌할 때가 있어요. …연극에 관련된 기관에서 삐끼들

을 고용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극장을 상대로 연극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소송….]

대학로의 공연․예술문화는 대학로의 장소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과도한 

상업화와 호객행위는 대학로의 장소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호객행위의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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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를 종합하여 장소성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로 장소성 형성 구조를 통하여 대학로의 물리적, 사회ㆍ문화적, 체험적 요인

은 상호관계를 지니며,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학로의 장소성과 방문용의성과의 관계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로의 물리적, 사

회․문화적, 체험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대학로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이 향

상되며, 장소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방문용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

으며, 그 뒤를 이어 ‘체험적 요인’ 과 ‘물리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로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공연문화 관련 업종(소극장, 공연장 등)

과 예술문화 관련 업종(갤러리, 박물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장소성 형성에 있어 가

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체험적(다양한 극장공연, 거리공연 등),

물리적 요인(건축물 형태 등)들이 대학로의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연 및 거리 공연 등의 공연ㆍ예술문화로 특화시켜 조성된 장소의 특성에 

의하여 체험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에 비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평가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 요인은 가장 낮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최

근 우후죽순으로 벌어지는 개발에 따라 정체성을 반영한 건축물(붉은벽돌 건축물 등)이 사

라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영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추후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하

여 대학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건축물 형태 및 소재를 제안할 수 있다면 추후 대학로 장

소성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에서 장소성을 매개하는 요소로 ‘매력적인’, ‘개성적인’,

‘의미있는‘ 형용사가 다른 형용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공연․예술문화에 의하여 형성된 장소성의 특성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대학로에 대한 심층인터뷰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대학로는 기존의 주거지, 상업시

설 및 대학가였다는 특성에 환경계획 및 설계가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적 장소성45)’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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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학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리적, 사

회․문화적, 체험적 요소에 적용되었고, 공연․예술문화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대학로를 문화성의 대표적인 장소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과거

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노점상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대학로에는 소규모의 카페, 음식점, 패션관련 소품 판매점 등의 현대문

화의 공존으로 대학로의 활력을 북돋우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통합디자인과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자본화에 의하여 창조적 파괴 현상으로 획일적인 현대적 

소비문화가 만연되고, 공연ㆍ예술문화의 상업화는 대학로의 문화성의 특성을 훼손시키고,

공연ㆍ예술문화관련 업종의 유출을 촉발하였으나, 환경계획 및 설계가에 의하여 주입된 장

소적 특성에 의하여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로의 장소성은 ’문화성‘에 입각하여 공연․예술문화의 고유한 특성에서 의

미있고 중요한 장소이나, 현대적 소비문화가 혼성되어 공연․예술문화의 장소성이 훼손되

고 상업․소비문화의 장소성으로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46).

셋째, 대학로의 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인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규모 개

발, 정체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건축물 및 가로경관 조성과 함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분

리와 거리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고려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하여 장소성

을 훼손하는 업종을 제한하고, 장소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공연․예술문화 관련 업종

을 다양화하며, 대학로가 지니고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문화예술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 

및 개발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체험적 요인에 대하여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지니고 있는 거리공연 축제의 다양화와 함께 과도한 호객행위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심층인터뷰 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

로 심층인터뷰의 내용에서 대학로를 표현하는 형용사와 그 빈도를 도출하였다(표 31).

45) 의식적 장소성은(conscious sense of place) ‘장소가 동물적인 생존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서, 기쁨, 놀람,

경이로움, 공포 등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며, 그런 의사 소통에 식견을 가지고 경청하는 능력은 인생을 더욱 풍부하

게 한다’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서 ‘식견을 가지고 경청한다’는 것은 명확한 판단행위이며 자신의 기대

와 새로운 경험을 대조한다는 의미이다.(Relph, 1976; 김덕현 외 역, 2005에서 재인용).

46) 대학로는 서울시에서 장소성이 높은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소성 유형 분류 연구에서 ‘문화성’의 장소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원고의 <부록 1>을 참고하도록 한다.



- 103 -

빈도수 형용사

26
ㆍ독특한(+ 비일상적인, 새로운, 색다른, 신기한, 실험적인, 이색적인, 특별한, 특이한, 파격
적인, 획기적인)

22 ㆍ다양한 ㆍ즐거운(+ 기대하게 만드는, 신나는, 익살스러운, 재미있는, 좋은, 흥겨운, 흥미로운)

14 ㆍ아기자기한(+ 아름다운, 오밀조밀한, 이쁜)

13 ㆍ활기찬(+ 열정적인)

11 ㆍ젊은 ㆍ상업적인(+ 강렬한, 일반적인, 자극적인, 쾌감적인)

10
ㆍ복잡한(+ 가득찬, 붐비는) ㆍ편안한(+ 편한) ㆍ불쾌한(+ 거북한, 거슬리는, 방치된, 부담
스러운, 불편한, 지저분한,)

9 ㆍ자유분방한(+ 제멋대로의)

8 ㆍ균형있는(+ 낮은, 소소한, 작은)

7 ㆍ저렴한(+ 가벼운, 싼, 열악한)

5 ㆍ비싼, 친숙한(+ 친근한)

4 ㆍ낭만적인(+ 로멘틱한)

3 ㆍ고즈넉한 ㆍ대표하는(+ 엄중한, 중요한) ㆍ문화적인 ㆍ포근한(+따뜻한, 한적한)

2 ㆍ고유한 ㆍ미숙한(+ 투박한) ㆍ오래된(+ 복고의)

1
ㆍ멋진 ㆍ예술적인 ㆍ유명한 ㆍ인상적인 ㆍ진지한 ㆍ차분해지는 ㆍ학구적인 ㆍ향수를 불러일으키는
ㆍ현대적인

표 31. 대학로의 심층인터뷰 내용에서 도출된 형용사

이를 장소성 형용사의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형용사

를 분류하였을 때, 장소성 형용사의 회귀계수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형용사의 빈도

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소성 형용사는 빈도수의 

관계에서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표 32). 한편 장소성 형용사와 비슷한 형용사 이

외에도 ‘상업적인’, ‘복잡한’, ‘불쾌한’ 형용사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장소성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는 대학로의 세부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로는 문화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다양한 소극장 등의 공연․예술문화와 현대문

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현대 소비문화와의 공존으로 의하여 형성된 대학로의 장소성에 의하

여 매력적이고 개성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며, 이와 동시에 대학로

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형성된 대학로의 고유한 공연ㆍ예술문화의 특성이 사라지

고 있으나, 대학로가 지니는 특별한 장소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

기 때문에 의미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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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

형용사
의미 강도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형용사 빈도수

매력적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는, 또는 

그런 것

0.75

ㆍ낭만적인(+ 로멘틱한) ㆍ다양한 ㆍ멋진 ㆍ젊은 
ㆍ즐거운(+ 기대하게 만드는, 신나는, 익살스러
운, 재미있는, 좋은, 흥겨운, 흥미로운)

ㆍ아기자기한(+ 아름다운, 오밀조밀한, 이쁜)

ㆍ유명한 ㆍ인상적인 ㆍ활기찬(+ 열정적인)

89

개성적인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또는 

그런 것

0.71

ㆍ독특한(+ 비일상적인, 새로운, 색다른, 신기한,

실험적인, 이색적인, 특별한, 특이한, 파격적인,

획기적인)

35

의미있는
행위, 사물,

현상이 지니는 뜻
0.69 ㆍ문화적인 ㆍ예술적인ㆍ학구적인 ㆍ현대적인 6

중요한 귀중하고 요긴한 0.67 ㆍ대표하는(+ 엄중한, 중요한) ㆍ진지한 4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0.54 ㆍ고유한 2

정겨운
정이 넘칠 정도로 

매우 다정한
0.48

ㆍ고즈넉한 ㆍ오래된(+ 복고의) ㆍ차분해지는 
ㆍ포근한(+따뜻한, 한적한)

9

전통적인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

0.31 - -

익숙한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 있는

0.24
ㆍ친숙한(+ 친근한) ㆍ편안한(+편한)

ㆍ향수를 불러일으키는
16

기타 - -

ㆍ상업적인(+ 강렬한, 일반적인, 자극적인, 쾌감적인) 11

ㆍ복잡한(+ 가득찬, 붐비는) 10

ㆍ불쾌한(+ 거북한, 거슬리는, 방치된, 부담스러
운, 불편한, 지저분한,)

10

ㆍ균형있는(+ 낮은, 소소한, 작은) 8

ㆍ저렴한(+ 가벼운, 싼, 열악한) 7

ㆍ비싼 5

ㆍ미숙한(+ 투박한) 2

표 32. 대학로 장소성 형성 구조의 장소성 형용사의 강도와 심층인터뷰의 형용사의 빈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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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요약과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의

도시 가로의 장소화를 위하여 장소성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그 기초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부터 

환경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획 및 설계 요소가 기계적으로 설정되고, 이를 도입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장소성 형성의 

귀추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표방한 키치적인 문화의 발생과 상업화 등의 의도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장소성 형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에 앞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여 장소를 구성하는 환경요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형성 구조의 해석에 있

어 결과의 보완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장소성 형성 의미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해석하는 

연구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인사동과 대학로에 대하여 형성된 기존 

사고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성의 개념을 

정제할 수 있으면서 연구대상지의 다양한 측면을 이용자의 측면에서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소성 형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에 앞서 인사동과 대학로

의 장소성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을 

함께 혼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하는 혼합연구방법(Mixed-method)의 개념을 적용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로서 장소성 연구를 위한 혼합연

구방법의 연구체계로 장소성이 지니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정성적 연구를 

통한 보완적인 자료를 다각적으로 획득하여 이를 직접 대조시켜 각각의 결과의 유효성을 

재차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삼각화 설계’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을 해석하였다.



- 106 -

이때 혼합연구를 위한 정량적 연구방법으로 ‘장소성 형성 구조’를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을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장소성 형성원리와 구조 및 요소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정

성적 연구방법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하여 장소성 형성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결과,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가로환경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인은 상호관계를 지니며,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

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장소성과 방문용의성 관계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로환

경의 물리적, 사회ㆍ문화적, 체험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장소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방문용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소성이 높은 공간일수록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 된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장소성 형성에 있어 공간환경의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가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현상적 개념을 실증적, 정량적으로 입증한 결과임

과 동시에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현대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활력있는 도시 공간을 

계획 및 설계할 때에 장소성을 고려해야 이유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소성 형성에 있어 인사동과 대학로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동일하게 가장 큰 영

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그림 58), 이는 그동안 장소성 형성에 있어 물리적

인 형태와 프로그램에 집중하였던 현대 도시의 개발 계획 및 설계의 패러다임에 ‘상품’, ‘관

리 및 행정’, ‘형성역사’, ‘업종’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계획 대상임을 일깨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 체험적 요인은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의 특성에 따라 

그 중요도가 상대적인 차이를 지닌다. 장소성 형성에 있어 인사동은 물리적 요인이 체험적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로는 체험적 요인이 물리적 요

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

성의 특성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사동의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

된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보전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과 가로패턴 등의 물리적 요인

의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물리적 요인이 체험적 요인에 비하여 영향력이 크게 평가되었다

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대학로의 경우, 공연 및 거리 공연 등의 공연ㆍ예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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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화로 특화시켜 조성된 장소의 특성에 의하여 체험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에 비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평가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 체험적 요인은 가장 낮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인사동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적 요인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와 참

여방법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요

인과 체험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추후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고

려하여 인사동에서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컨텐츠의 참여방안을 개선하고, 인사동의 정체

성에 부합하는 체험 컨텐츠를 개발한다면 추후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 요인은 가장 낮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우후죽순으로 벌어지는 개발에 따라 정체성을 반영한 건축

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영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추후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대학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건축물 형태 및 소재를 제안할 수 있다면 추후 대학

로 장소성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사동과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 연구결과,

인사동은 오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의식적 장소성’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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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사동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리적, 사회․문화

적, 체험적 요소에 적용되었고, 전통․예술문화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되

어 현재까지 인사동을 전통성 및 한국성의 대표적인 장소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또

한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노점상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성의 특성과 함께 한글로 된 옥외광고물, 정체성을 반영한 건축물과 

가로시설물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혼성되어 다양성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사동에는 오랫동안 형성된 전통 및 현대예술이 공존하

고 있어 다른 지역의 갤러리와는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어 갤러리 문화의 

장소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합디자인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자본화에 의하여 형성된 창조적 파괴 현상으로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가 재현되고 

있으나, 무의식에 의하여 형성된 인사동의 역사성과 한국성의 특성에 의하여 인사동의 고

유한 장소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인사동의 장소성은 ‘전통성’에 입각하여 ‘현대성’의 특성이 적절하게 혼성

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로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삶

의 모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사동의 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해

서는 물리적 요인에 대하여 인사동의 정체성을 고려한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등의 소규모 개발, 한국적 요소의 절충안 도입과 다양한 형태로의 개발을 지향하며,

쌈지길과 같은 정체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인사동길로 집중

되어 있는 기능을 분산시키고, 전통․예술문화 관련 작가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하여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과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

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혼성된 인사동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제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체험적 요인에 대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컨텐츠의 재정비와 함께 다양

한 골목문화 체험 컨텐츠 및 다양한 체험 컨텐츠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로에 대한 심층인터뷰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대학로는 기존의 주거지, 상업시설 및 

대학가였다는 특성에 환경계획 및 설계가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적 장소성’의 특성을 지니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학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소에 적용되었고, 공연․예술문화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되어 현

재까지 대학로를 문화성의 대표적인 장소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과거의 형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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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골목길과 건축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노점상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

성과 함께 대학로에는 소규모의 카페, 음식점, 패션관련 소품 판매점 등의 현대문화의 공존

으로 대학로의 활력을 북돋우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통합디자인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자본화에 의하여 창조적 파괴 현상으로 획일적인 현대적 소비문화

가 만연되고, 공연ㆍ예술문화의 상업화는 대학로의 문화성의 특성을 훼손시키고, 공연ㆍ예

술문화관련 업종의 유출을 촉발하였으나, 환경계획 및 설계가에 의하여 주입된 장소적 특

성에 의하여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대학로의 장소성은 ’문화성‘에 입각하여 공연․예술문화의 고유한 특성에서 의미있고 

중요한 장소이나, 현대적 소비문화가 혼성되어 공연․예술문화의 장소성이 훼손되고 상

업․소비문화의 장소성으로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로의 장

소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인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규모 개발, 정체성을 반영한 랜

드마크 건축물 및 가로경관 조성과 함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분리와 거리공연을 위한 문

화공간 조성을 고려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하여 장소성을 훼손하는 업종을 제한

하고, 장소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공연․예술문화 관련 업종을 다양화하며, 대학로가 

지니고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문화예술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 및 개발을 고려할 수 있으

며, 체험적 요인에 대하여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지니고 있는 거리공연 축

제의 다양화와 함께 과도한 호객행위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장소성 형성에 있어 ‘무의식적 장소성’의 특성을 지니는 인사동은 장소의 역사성,

한국성의 특성에 의하여 인사동의 고유한 장소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장소성

의 변화가 생성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환경계획 및 설계가에 의한 

‘의식적인 장소성’의 특성을 지니는 대학로는 대학로의 저변에 깔려있는 장소의 거주지, 사

유지라는 특성에 의하여 대학로의 고유한 장소성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문화의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학로는 장소상실(placelessness)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로의 공연․예술문화의 특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대

학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를 통한 장소성 형성계획

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소성 형성 구조에서 장소가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다른 요

인에 비하여 상대적인 중요함을 의미하는 결과와 결부된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장소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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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환경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해석 

과정의 필요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인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가로환경 구성요인에 

대한 ‘만족도’만을 평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장소성이 지니는 다차원적인 측면

에서 긍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좋은 경험은 장소를 경험하는 인간의 만족도가 높은 장소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환경계획 및 설계 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소성의 긍정

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장소성에 관한 다양한 특성을 도출하고 만족도뿐만 아

니라 선호도나 인식정도 등의 다양한 척도를 적용하여 긍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인구분포가 대부분 20-30대의 

젊은층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인사동과 대학로의 공시

적 시점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인사동과 대학로의 대부분의 이용

자가 젊은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통시적 시점의 해석이 추가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안한 장소성 형성 구조 및 의미 연구 등의 혼합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장소성의 개념 및 의미 등에 대한 더

욱 폭넓은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가로의 장소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간을 직접적으로 계획 및 설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의 공간 계획 및 설계에 적용시키

기 위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

한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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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소성 유형 분류 연구

1. 장소성 유형 분류 연구를 위한 다차원척도법

이미지를 평가하는 척도는 선호도와 같은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심

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변재상, 2005). 장소의 특성이나 의

미, 이미지 등을 평가하는 척도는 선호도와 같은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장소성 유

형을 분류하는 연구방법으로 다차원척도법을 사용하였다.

1.1. 다차원척도법의 개념과 분석 과정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e: MDS)의 기본 원리는 자극들 간의 거리 혹은 유

사성 자료만으로, 자극들을 기하학적 공간상의 좌표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임

승빈 외, 2000; 2004), 대상 간의 유사성 측도에 따라 대상을 다차원 공간 속에 배치하는 방

법으로, 유사성이 작은 대상끼리는 멀리, 유사성이 큰 대상끼리는 가깝게 위치를 정하여 2

차원 평면상에 도시하는 통계 기법이다. 다차원척도 분석의 목적은 데이터 속에 잠재된 패

턴, 구조를 찾아내고, 그 구조를 소수 차원의 공간에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며, 기 구조를 비

공간적 표현, 이산적 구조에 의해서 포착하는 것이다(노형진, 2007). 또한, 수치적 자료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전체적인 관계구조를 공간상의 그림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가 차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목적 대

상물 간의 관계를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계적 도구이다(Schiffman et al.,

1981; 장익진, 1998). 최종 분석은 주어진 자료를 가장 잘 반영하는 자극들의 공간 배열을 

수학적으로 도출하고,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과 차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수학적인 

분석과정이 아닌, 연구자의 사고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변재상, 2005).

1.2. 다차원척도법의 분석 과정

다차원척도법을 실행하려면 데이터를 적합한 형태로 수집하고, 다차원척도법의 분석과

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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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정의

문제의 정의를 위해서 다차원척도법의 결과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

게 파악해야 한다.

2) 입력 데이터의 수집

다차원척도법에서의 입력 데이터는 유사성 또는 선호도의 데이터가 이용되며, 유사성

이나 선호도의 데이터는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로 대별되는데, 정량적인 데이

터는 유사성이나 선호도가 간격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데이터이며, 정성적인 데이터는 

순서척도에 의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말한다.

3) 다차원척도법의 선택

다차원척도법은 주로 사람들의 심리상에 위치한 관측대상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도표화

하여 나타내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다차원척도법은 공급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고, 각각의 분석방식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자료의 종류

에 따라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 자료를 분석하는 고전적 의미의 다차원척도법과 개인차척도

법이 있으며, 선호도 자료를 분석하는 내부분석과 외부분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박광배,

2000)(부록_표 1).

자료의 유형 다차원척도법의 종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 자료
고전적 의미의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개인차 척도법(Individual Differences Scaling)

선호도 혹은 형용사 평가자료
내부분석(Internal Analysis)

외부분석(External Analysis)

부록_표 1. 다차원척도법의 종류 

4) 차원수 결정

다차원척도법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상에서 관측대상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자리매김함으로서 다차원 평가공간을 형성한다. 관측대상들의 상대적

인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차원 공간에의 적합(fitting)은 더 이상 개선이 안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이 적합의 정도를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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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트레스 값은 불일치의 정도(badness of fits)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 값의 크기에 따

라 차원수 결정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판단하게 된다. 2차원 평면에 표현된 최적 위치의 적

합도는 Kruskal(1964)의 Stress를 사용한다. 이 값은 0~1사이의 값으로 주어지며 0에 가까

울수록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 다른 적합도 판단기준인  값을 Stress값의 보조

용으로 사용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좋아진다(부록_표 2, 이학식 외,

2005).

적합정도 완벽하다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스트레스 값 0 0.025 0.05 0.1 0.2 0.2이상

부록_표 2. Kruskal(1964)의 스트레스 값

5) 차원의 이름과 포지셔닝 맵

차원의 수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차원의 이름을 결정한다. 차원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은 관측대상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 회귀분석을 통한방법, 점수간의 

상관계수가 큰 속성을 차원의 이름으로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각 차원의 이름을 정하고 

나면 포지셔닝 맵을 얻을 수 있다.

6)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다차원척도법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을 위해서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Index of fit)를 알아보아야 한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회귀분석에서의 결정계수  

와 유사한 개념이다. 적합도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보통 0.6이상이면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차원척도법의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부록_그림 1).

문제의

정의
➡

입력 

데이터의 

수집

➡

다차원

척도법의 

선택

➡
차원 수 

결정
➡

차원의 

이름과 

포지셔닝

맵

➡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그림 1. 다차원척도법의 기본적인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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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성 유형 분류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장소성 유형 분류 연구는 장소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기존

의 전문가적 판단에서 벗어나 시민 의식에 기초한 해당 장소의 이미지 요소 분석 및 형용

사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의 유형화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인사동과 대학로가 지니는 장소성

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장소성 유형 분류 연구는 서울시에서 장소성이 높

다고 선정된 41곳의 장소를 대상으로 형용사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다차원척도법의 데이

터로 사용하며, 분석결과를 2차원 평면상에 도시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해석하

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부록_그림 2).

장소성 형용사

평가
➡

다차원척도

분석
➡ 군집분석 ➡ 결과해석

부록_그림 2. 본 연구의 장소성 유형 분류를 분석과정

이때 권윤구 외(2011)의 연구에서 장소성을 평가하기 위한 매개형용사로 도출한 장소성 

형용사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장소성 유형 분류를 위한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의 

평가값으로 활용하였다(부록_표 3, 4)47).

장소
경복궁, 광화문, 광화문광장,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창덕궁, 대학로, 덕수궁, 서울광장, 청계천, 명동,

인사동, 종로, 남대문, 남산, 용산, 이태원, 북악스카이웨이, 북촌, 삼청동, 종묘, 동대문, 동대문시장,

선유도공원, 여의도, 여의도공원, 신촌, 홍대, 하늘공원, 한강, 가로수길, 압구정, 강남역, 코엑스, 테헤
란로, 예술의전당,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북한산              - 41개의 장소
※권윤구(2010), 임승빈 외(2011a)의 내용을 참조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음

부록_표 3. 서울시의 장소성 높은 장소

장소성 특성 장소성 형용사
제1요인 고유성 개성적인, 유일한
제2요인 서정성 정겨운, 의미있는
제3요인 매력성 중요한, 매력적인
제4요인 역사성 전통적인 
제5요인 친근성 익숙한

부록_표 4. 장소성 평가를 위한 장소성 형용사 목록 (권윤구 외, 2011)

47) 형용사를 활용한 어의구별척은 여타의 선호도 측정 기법과 같이 경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

고, 경관이나 이미지의 특성 혹은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이용된다(임승빈, 2009 Zube et al., 1975). 따라서 본 연구

와 같이 장소의 특성이나 의미, 이미지 등을 서술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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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 유형 분류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시에서 장소성이 높다고 선정된 41개의 각 장

소에 대하여 2012년 03월 20일부터 05월 03일까지 35부씩 총 1,435부의 설문을 수행하였으

며(부록_표 5), 설문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대상자 현황은 남성 45.2%(648명), 여성 54.8%(787명)이며, 연령에 따른 대

상자 현황은 10-20대 45.1%(647명), 30-40대 44.0%(632명), 50-60대 8.4%(120명), 60대 이상

2.5%(35명)으로 조사되었다(부록_표 6).

장소 합계 장소 합계 장소 합계 장소 합계
경복궁 35 인사동 35 동대문시장 35 코엑스 35

광화문 35 종로 35 선유도공원 35 테헤란로 35

광화문광장 35 남대문 35 여의도 35 예술의전당 35

세종로 35 남산 35 여의도공원 35 서울숲 35

세종문화회관 35 용산 35 신촌 35 어린이대공원 35

창덕궁 35 이태원 35 홍대 35 롯데월드 35

대학로 35 북악스카이웨이 35 하늘공원 35 올림픽공원 35

덕수궁 35 북촌 35 한강 35 북한산 35

서울광장 35 삼청동 35 가로수길 35

합계 1,435청계천 35 종묘 35 압구정 35

명동 35 동대문 35 강남역 35

부록_표 5. 장소성 유형 분류를 위한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_1

구분 빈도(명) 평균(%)

성별
남성 648 45.2

여성 787 54.8

연령

10 ~ 20대 647 45.1

30 ~ 40대 632 44.0

50 ~ 60대 120 8.4

60대 이상 35 2.5

부록_표 6. 장소성 유형 분류를 위한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_2

3. 장소성 형용사 평가

서울시의 장소성 높은 장소 41곳을 대상으로 장소성 형용사를 평가한 결과는 <부록_표 

7>과 같으며, 본 장소성 형용사 평가값을 장소성 유형 분류를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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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개성적인 유일한 정겨운 의미있는 중요한 매력적인 전통적인 익숙한
가로수길 3.70 2.63 2.93 2.60 2.43 3.97 1.53 3.23

강남역 3.60 3.90 2.57 3.97 4.33 3.33 4.43 2.67

경복궁 3.67 4.50 3.37 4.47 4.60 3.87 4.67 2.87

광화문 3.93 3.20 3.07 3.23 3.13 4.13 3.27 3.07

광화문광장 3.50 3.67 2.80 3.73 3.77 3.40 2.47 3.13

남대문 4.17 3.37 3.07 3.37 3.27 3.77 2.80 3.07

남산 4.47 3.93 2.63 3.30 3.13 4.13 1.97 2.77

대학로 3.11 3.44 2.56 4.00 3.89 3.78 2.67 3.67

덕수궁 3.67 4.07 3.50 4.13 4.07 4.03 4.47 3.10

동대문 3.82 3.65 3.00 3.59 3.47 3.35 3.41 3.35

동대문시장 3.43 2.83 2.97 2.87 3.37 3.20 1.97 3.73

롯데월드 2.77 3.23 4.03 3.63 3.20 3.63 2.73 4.17

명동 2.91 3.00 2.17 3.17 3.35 2.52 1.87 3.09

북악스카이웨이 3.33 3.80 3.40 4.00 4.13 4.13 2.47 3.87

북촌 4.33 3.83 3.53 4.07 4.03 4.27 4.30 2.93

북한산 3.87 4.13 3.37 3.93 3.93 4.33 2.80 3.63

삼청동 3.00 3.82 3.09 4.00 3.91 4.09 3.00 3.36

서울광장 4.13 3.80 3.00 3.90 3.57 4.30 2.17 2.90

서울숲 3.10 2.77 3.57 3.33 3.17 3.83 1.80 3.13

선유도공원 3.30 2.40 3.27 2.70 2.57 3.50 1.47 3.90

세종로 3.93 3.30 3.33 3.33 3.00 3.87 2.37 3.37

세종문화회관 3.53 3.60 2.80 3.40 3.57 3.60 2.43 3.00

신촌 3.43 3.20 3.27 2.97 2.70 4.23 2.27 2.83

압구정 3.57 2.93 2.43 2.53 2.47 3.67 1.33 3.23

어린이대공원 3.04 2.79 3.83 3.42 2.96 3.54 1.88 3.54

여의도 3.17 3.03 2.77 3.27 3.27 3.37 1.73 3.23

여의도공원 2.70 2.90 3.77 3.10 2.90 3.67 2.30 3.47

예술의전당 3.77 3.43 3.10 3.77 3.83 3.73 1.97 3.33

올림픽공원 3.47 3.03 3.63 2.97 2.57 3.77 1.77 3.77

용산 3.77 3.43 2.70 3.20 3.17 3.73 2.20 3.40

이태원 3.37 3.30 1.97 3.13 3.50 2.97 1.37 2.77

인사동 4.03 3.93 3.40 3.93 3.67 4.00 3.97 3.10

종로 3.13 2.87 3.07 3.23 3.17 3.23 2.93 3.30

종묘 3.77 4.33 3.23 4.27 4.20 3.50 4.37 3.30

창덕궁 3.67 4.17 3.07 4.40 4.30 4.33 4.60 2.87

청계천 3.60 3.47 2.80 3.53 3.37 3.80 2.13 3.37

코엑스 3.33 3.10 2.73 3.17 3.10 3.67 1.83 3.90

테헤란로 3.85 4.35 2.35 4.50 4.50 3.10 4.60 1.90

하늘공원 4.57 3.63 2.97 3.27 3.17 4.30 1.87 3.30

한강 4.00 3.53 3.03 3.73 3.13 4.13 1.53 2.83

홍대 3.23 3.63 2.67 3.97 3.93 3.10 2.13 3.33

평균 3.58 3.46 3.04 3.54 3.46 3.73 2.63 3.24

부록_표 7. 장소별 장소성 형용사 평가 (평균,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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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소성 유형 분류 

장소성 형용사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여(Stress: 0.17336,  =

0.86201), 2차원 평면상의 각 장소의 좌표값을 도출하였으며(부록_표 8), 이를 토대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부록_그림 3) 장소성 형용사에 따른 장소성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하였고,

해당되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역사성’, ‘상징성’, ‘일상성’,

‘유행성’, ‘자연성’, ‘비일상성’으로 명칭 하였다(부록_표 9, 부록_그림 4).

제Ⅰ유형의 ‘강남역’, ‘테헤란로’는 정비되어있는 현대 도시의 전형적인 도시경관의 턱

성을 지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현대성’으로 명칭 하였다.

제Ⅱ유형의 ‘대학로’, ‘삼청동’, ‘홍대’는 다양한 거리공연이나 볼거리들로 인하여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문화성’으로 명칭 하였다.

제Ⅲ유형의 ‘명동’, ‘이태원’은 다국적의 사람들이 관광이나 생활을 목적으로 찾는 지역

으로 다양한 문화와 특성이 뒤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다양성’으로 명칭 하였다.

제Ⅳ유형의 ‘경복궁’, ‘덕수궁’, ‘북촌’, ‘인사동’ 등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인 요소를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전통성’으로 명칭 하였다.

제Ⅴ유형의 ‘광화문’, ‘광화문광장’, ‘남대문’, ‘남산’ 등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서 인식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상징성’으로 명칭 하였다.

장소
좌표값

장소
좌표값

장소
좌표값

x y x y x y

가로수길 1.78 -0.01 북촌 -1.69 -0.75 올림픽공원 1.37 -0.77

강남역 -1.49 1.02 북한산 -0.94 -0.96 용산 0.42 0.23

경복궁 -2.34 -0.23 삼청동 -0.53 1.21 이태원 0.68 1.83

광화문 0.04 -0.38 서울광장 -0.90 -0.27 인사동 -1.09 -0.46

광화문광장 -0.27 0.49 서울숲 0.98 -0.47 종로 0.86 0.37

남대문 -0.09 0.07 선유도공원  0.84 -0.56 종묘 -1.68 -0.08

남산 -0.69 -0.48 세종로 0.37 -0.42 창덕궁 -2.01 -0.31

대학로 -0.19 0.59 세종문화회관 -0.06 0.39 청계천 0.17 0.10

덕수궁 -1.51 -0.57 신촌 2.11 -0.30 코엑스 1.12 0.01

동대문 -0.30 0.26 압구정 1.71 0.69 테헤란로 -2.54 1.79

동대문시장 1.30 0.32 어린이대공원 1.26 -0.77 하늘공원 -0.10 -1.16

롯데월드 0.93 -1.73 여의도 0.84 0.51 한강 -0.15 -0.13

명동 1.19 1.92 여의도공원 1.41 -0.81 홍대 -0.15 0.98

북악스카이웨이 -0.53 -1.13 예술의전당 -0.13 -0.04 - - -

부록_표 8. 다차원척도법의 ALSCAL분석에 의한 장소의 좌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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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그림 3.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제Ⅵ유형의 ‘동대문시장’, ‘서울숲’, ‘선유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은 일상생활에서 가

깝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일상성’으로 명칭 하였다.

제Ⅶ유형의 ‘가로수길’, ‘신촌,’ ‘압구정’은 유행에 민감한 패션 및 카페관련 상점이 지속

적으로 들어서고 변화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유행성’으로 명칭 하였다.

제Ⅷ유형의 ‘북악스카이웨이’, ‘북한산’은 자연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지역이라고 판단하

여 ‘자연성’으로 명칭 하였다.

제Ⅸ유형의 ‘롯데월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이시설 등의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비일상성’으로 명칭 하였다.

유형 장소
제Ⅰ유형 현대성 강남역, 테헤란로 
제Ⅱ유형 문화성 대학로, 삼청동, 홍대
제Ⅲ유형 다양성 명동, 이태원
제Ⅳ유형 전통성 경복궁, 덕수궁, 북촌, 인사동, 종묘, 창덕궁
제Ⅴ유형 상징성 광화문, 광화문광장, 남대문, 남산, 동대문, 서울광장, 세종로 외 6장소 
제Ⅵ유형 일상성 동대문시장, 서울숲, 선유도공원, 어린이대공원, 여의도, 여의도공원 외 3장소
제Ⅶ유형 유행성 가로수길, 신촌, 압구정
제Ⅷ유형 자연성 북악스카이웨이, 북한산
제Ⅸ유형 비일상성 롯데월드

부록_표 9.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통한 서울시의 장소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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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그림 4. 다차원척도와 군집분석을 통한 서울시의 9가지 장소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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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2 설문지

1. 장소성 유형 분류 연구를 위한 설문지

장소성 유형 분류를 위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권윤구입니다.

본 설문지는 “장소성 유형 분류를 위한 연구”를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향후에 풍부한 장소성 형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질문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되며, 설문조사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며, 학술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조경계획설계연구실(02-880-4886)

담당연구자: 권윤구(e-mail: forkyk@snu.ac.kr)

1-1. ○○○이 다음의 특성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두 골라주세요.

① 고유한 장소 ② 서정적인 장소 ③ 매력적인 장소 ④ 역사적인 장소 ⑤ 친근한 장소 

1-2. ○○○을 아래 5가지의 특성으로 모두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1점 약함 – 5점 강함).

고유한 장소 서정적인 장소 매력적인 장소 역사적인 장소 친근한 장소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3. ○○○을 다음의 형용사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1점 약함 – 5점 강함).

개성적인 중요한 전통적인 정겨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유일한 매력적인 익숙한 의미있는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4 일반사항(통계처리를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 ① 남 성  ② 여 성
2. 귀하의 연령 ① 10-20대 ② 30대-40대 ③ 50대-60대 ④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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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를 위한 설문지

인사동,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 도출을 위한 연구
1. 가로환경 만족도 평가

구분 질문(예시)
∨표시하여 주세요.

전혀 아니다 ç 중간 è  매우 그렇다
1 건축물 형태(디자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축물 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건축물 높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건축물 재료(벽돌, 유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건축물 색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옥외광고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가로의 형태(직선, 곡선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가로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가로의 유형(골목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가로의 포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가로시설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식재 및 녹지(가로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관람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체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행정(차 없는 거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상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업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형성 역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장소성 형용사 평가

구분 형용사
∨표시하여 주세요.

전혀 아니다 ç 중간 è  매우 그렇다
1 개성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의미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중요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익숙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전통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매력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정겨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유일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좋은 느낌을 주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기억에 남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걷고 싶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다시 오고 싶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일반사항(통계처리를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20~30대 ② 40~50대 ③ 60대 이상
방문빈도 ① 1주일에 한번이상 ② 2주일에 한번이상 ③ 한달에 한번이상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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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3 심층인터뷰 내용

1. 인사동 심층인터뷰 내용 전문

1.1. 남성, 30대, 사진작가

인사동은 오래된 느낌, 한국적인 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표

현하는 혹은 의미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모아놨기 때문이지. 결국 한국적인 면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마냥 한국의 고유한 전통적인 면만을 지니고 있지

는 않다고 생각해. 전통적인 기념품이라든지 갤러리들은 물론 인사동으로 관광을 하러 오

게 만들지 하지만 그 안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 화장품이나 하이힐 같은 쇼핑거리도 

있으니깐….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전

통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도 쇼핑할 수 있는 두루두루 뭔가를 할 수 있는 종

합 선물 같은 느낌이랄까? 만약에 지금이랑 다르게 전통적인 건물이나 전통적인 것들만 이

루어져 있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 지금은 마치 종

합시장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어서 올 때마다 즐거움을 느끼곤 해. 재미있고, 옛날 추억

을 돌이켜볼 수 있는 즐거움이 느껴져. 그러니까, 인사동은 이래저래 즐길 수 있는 동네라

는 뜻이지. 옛날 생각도 나고, 아주 편안한 동네야. 이게 정말 한국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어. 어떤 점에서? 일단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

적인 느낌이 들어.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느낌도 들고, 현대적인 건

물이 가득 차있는 곳을 생각해보면 편안한 느낌보다는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잖아. 그런 느

낌이 안 들어서 참 좋아.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까? 그리고 길이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길이라는 것도 그런 느낌을 주

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봐. 아스팔트를 걷는 느낌이랑 돌을 걷는 느낌. 아

스팔트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더 편한 느낌이 들잖아. 이거는 오는 사람들마다 잘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럽지. 예전에는 정말 걷기 힘들 정도였어. 예전에는 콘크리

트로 되어있어서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었어. 이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참 걷기 

좋다, 편하다는 생각이야. 참! 그리고 인사동 메인거리 말고, 양옆으로 퍼져있는 골목길에서

도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을 받아. 옛 한옥들이 정돈되진 않았지만 정돈되어있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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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받고, 음식점 앞을 지나가면 구수한 느낌, 토속적인 느낌이 들어. 말하고 보니 인사동

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면 딱 적당한 표현

이 될 것 같아. 시각적으로 편안함, 후각적으로 구수함, 청각적으로는 전통적, 미각적으로 

구수하고 토속적인 느낌이고, 촉각적은…음…한복 같은 걸 입어보는 체험에서도 느껴진다

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오감으로 한국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

길거리에서 행상이 많은 거?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면, 아~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분위기구

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 물론 깔끔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지 행상들이 많잖아. 분식거리도 많이 팔고. 아마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런 행상에서 파는 

분식거리를 보면서 나중에 아! 한국의 전통적인 거리라고 했던 인사동에서 팔았던 음식! 이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야.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서울의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또, 한국적인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야. 아까도 말했듯이 종합선물세트랄까? 주변의 관광지, 전통적인 느낌, 쇼핑 등 두

루두루 잘 갖춰져 있어. 이런 상황인데, 활성화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겠지. 그리고 예술이

라는게 남들에게 잘 보여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인사동은 예전부터 문인들이나 예술가들

이 작품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동이 오랫동안 유지되

어 왔으니깐, 이런 것들도 인사동의 고유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것들인 것 같아. 그

것뿐만 아니라, 감성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남

대문시장도 인사동과 비슷하게 풍물거리이긴 하자나. 하지만 남대문에는 거리에 한옥도 없

고, 미술작품들도 없어서…. 이건 다른 느낌의 전통이라고 해야하는건가? 하여튼 인사동은 

감성이 살아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적인 엔터테인먼

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지. 이건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

고 생각해. 서울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많이 되었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국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잖아. 오래된 느낌 속에서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것을 느끼는 곳이 인사동인 것 같아. 꼬불꼬불한 골목길, 매장 사이즈가 아

기자기하게 쪼개져있는 느낌도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인사동을 돌아다녀보면 알겠지

만, 종로 쪽에서 인사동으로 들어오는 곳에 있는 화장품 가게나 옷집 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관광이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인사동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깐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은 조금 관리가 필요한건 사

실이야. 다만 걱정되는 건 보전, 개선, 개발 모두 좋은데, 인사동의 건물들이 점점 변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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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난 오히려 걱정이야. 예전의 인사동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건물들이 오밀조밀하

게 붙어있었는데, 이젠 몇 개의 건물들이 합쳐져서 규모가 꽤 큰 건물들이 들어서더라고.

그러면 인사동스러운 느낌은 사라지는게 아닐까? 이건 너무 나만의 생각인가? 뭐…건물주 

입장에서야 깔끔하게 꾸며놓으면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테니깐 계속 바꾸려고 

하겠지만, 인사동스러운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인사동이 개발되게 된다면 지금 모습이 망가지게 되면 그 분위기가 사라지게 될 거야. 지금

도 조금씩 생기는 네모반듯한 건물들이 인사동 내에 가득 차게 된다면, 그런 모습에서 한국

적인 정서, 감성을 찾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건물을 짓더라도 ‘쌈지길’같이 인사동 내에서 

그 기능이 녹아들어져있는 건물들은 분명히 환영해. 나는 인사동 같은 분위기를 인사동내

부에만 만들게 아니라, 좀 더 그 영역을 확장해야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인사동으로 모이

는 이유는 다른 곳을 갈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지. 지금의 마켓플레이스를 유지하고 인사동 

오른쪽, 그러니까 낙원동쪽으로 인사동의 기능을 분산시킨다면 어떨까? 분명히 더 활성화

된 인사동이 되지 않을까? 글쎄 인사동이 전통문화의 지역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지라면 골목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건 어떨까? 사실 우리도 해외에 

여행을 가게 되면 유명한 지역의 겉만 쭉~보고 멋진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오잖아. 정

작 문화를 경험, 체험하지 못하고 말이야. 미지의 세계를 모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프

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면서 인사동의 골목길에 있는 상점들을 

살펴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즐거움이야 말로 여행의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쌈지길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쌈

지길은 달팽이처럼 건물을 돌면서 그 내부의 상가들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 이것

처럼 인사동 전체도 전부 볼 수 있게 골목을 들쑤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2. 여성, 20대, 직장인

인사동은 서울시에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라고 생각해요. 꼭 외국관

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명소죠. 거대한 빌딩 숲 틈 사이에서 고즈넉한 분위

기, 그리고 아기자기한 화방과 볼거리, 전통먹거리 등 한국문화가 집적된 곳으로 서울시가 

지니는 분위기와는 정말 다른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정말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이 인사동의 모든 것이 전통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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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지만 막상 인사동에 오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던한 느낌과 다

양한 볼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의 발견에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모던하게 정비된 

거리와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상, 오밀조밀 골목 사이사이 전통찻집들은 문화를 즐길 수 있

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고, 독특한 한글간판들은 다른 거리와는 색다른 느낌을 

주었고, 영어로 뒤덮인 서울거리에 우리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요. 물론 

처음 방문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남인사마마당의 대형 화장품

가게나 일본말로 호객하는 점원, 꿀타래, 오꼬노미야끼 등을 판매하는 거리의 노점상은 인

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지만..인사동을 꼭 전통적이여야만 한다는 편견을 

깨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쌈지길과 갤러리 등 다양한 상가도 많아져 다채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페, 화장품 상점 등 업종이 너무 단편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렇지만..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꼭 함께 인사동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전통차를 마시고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요. 말하고 보니까..인사동은 전통적이고 한

국적인 면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지만..한편으론 아기자기하고 이것저것 다양한 모습을 구

경하고,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가로에 있는 수로나 물확을 형상화하는 것 같은 플랜

트, 포장 등이 인사동가로를 특색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길거리

에서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은 스타벅스 한글간판에서 가장 크게 느껴져요. 아이

러니하죠? 외국기업이 한국이름으로 쓴 것뿐인데 그런 모습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

다니요..이제 한국적인 모습은 무조건 전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전통에 현대적인 것을 조

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인사동거리를 보면..건물들이 점점 커진다는 느

낌이 들어요..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인사동은 작은 가게들이 있는게 장점이었던 것 같

은데..건축물 크기나 높이..그리고 업종 같은 것은 적당하게 제한했으면 좋겠어요...다양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인사동이 지니던 고유성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3. 여성, 20대, 직장인

인사동은 정말 전통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서울에서 아주 이색적인 곳인 것 같아요.

예전에 기왓장을 깔아놓은 것 같은 바닥들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내는데 한몫했었던 것 같

아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하지만 지금은 걷기 편하게 바꿔서..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아주 편해요.. 그래서 그런지..사람들이 없을 땐 인사동의 모습은 참 고즈넉한 게 옛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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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은 규모의 상점들이나 한옥들을 보면 서울시의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렵네요. 그리고 인사동하면 저는 한글로 된 간판! 저기 옆에 

보이는 스타벅스 한글 간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된 간판

을 만들었다는데..아무래도 인사동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인 것 같아서 정말 좋

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느껴지고요. 참, 또 길 양옆으로 있는 큰 돌에 화단에 부레

옥잠 같은 친숙한 식물들을 키우는 것도 기억에 정말 남아요. 이래저래 정말 어렸을 때 기

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인사동에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외국인 친구는 같

이 일하는 직장동료인데, 처음에 인사동에 왔을 땐 정말 생소한 느낌을 받았대요. 사실 우

리가 보기에는 별게 아닌데..인사동 입구에서부터 파는 부채며, 매듭으로 만들어진 핸드폰 

줄, 한과, 꿀타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팔고 있으니깐..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

껴졌나봐요..그런데 요즘은 인사동 올 때마다 그런 모습을 구경하러 오니깐..한편으로는 재

미있고, 흥미롭다고 이야기해요. 이 친구는 한국의 전통은 물론 뭔지는 알겠지만..인사동에 

오면 하는 말이 인사동은 역사적인 전통 말고, 한옥이나 이런 곳에서 느끼는 포근함, 편안

함 같은게 인사동의 전통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건물들이 장난감같이 작아서 

귀엽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외국인들에게는 들어가기에도 작은 건물들이여서 귀여워 보

이나 봐요. 많은 갤러리들이 있는 곳! 그래서 구경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색빛?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약간 모노톤의 화면이 떠올라요. 바닥부터 차고 올라가는, 진회색빛 

회색빛, 옆은 회색빛. 그리고 연두빛 은행나무 조금이요.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었던 것 같

은데..그닥 존재감을 못 느끼고 있을 정도였나봐요..생각해보니 인사동 간판들도 그다지 튀

는 색상들이 없었던 것 같네요.. 네온싸인도 없구. 화려하지 않은 느낌인데요? 참, 나무 이

야기를 하니깐 쌈지길 건물 정문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생각나요. 쌈지길 입구부분이 

나무로 되어있던가? 돌로 되어있던가 할 텐데..그런 느낌과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정말 다양하죠. 인사동에 오는 외국인들에게는 식문화 체험을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차나 디저트 같은 것들이요. 식혜라든지 한과 같은건..한국 사람들에게도 명절

에나 접하는 음식이니까 한국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인사동

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

고요 특히 일본사람들은 달달한 모과차나 유자, 서양 사람들은 식혜를 신기해하고요. 미숫

가루도 건강식이라고 반응이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접근성이죠!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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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갤러리는 있지만 인사동만큼 찾아가기 쉬운 갤러리들은 드물어요. 인사동은 종로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지만, 다른 지역의 갤러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청담동에도 

갤러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상 상권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대중교

통을 이용해서 가려면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갤러리라는 곳이 원활한 상

업행위가 이뤄지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상권에서 물러난 지역에 위치 할 수밖에 없

죠. 그리고 인사동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서울 안에서 가장 많은 갤러리들이 밀집되어있

는 곳이 아닌가 해요. 거의 두 건물 걸러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갤러리를 

잘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워낙 갤러리만 보고 다녔으니까 잘 아는 

거죠. 아참, 저 학교 다닐 때는 갤러리만 표시한 인사동지도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디서 구

했었는지는 잊어버렸네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암튼, 그래서 인사동에 

가면 한 번에 많은 갤러리들을 쉽게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참! 인사동 갤러리들은 좁고 천장이 낮은 편이예요.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워낙 그 지역 가격대가 높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갤러리 안에서는 조금 답한 느낌이 들지만..그래도 천장이 낮은 덕분에 길가에서 봤을 때 

갤러리의 모습이 굉장히 안정되어 보여요. 편한 느낌도 들고요. 이건 아무래도 높이가 낮아

서 그런거 아닐까요? 가끔씩 거리 양족에 돌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나 죽어가는 꽃들을 보

면 눈살이 찌뿌러지는게 사실이에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얼마 전에 신

문에서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큰 부분에서는 잘 될지 몰라도..기본적인 것 쓰레기 치우기나 화단 가꾸기 정도는 주기적으

로 빨리 관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게 서울엔 유리건물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최근에 인사동에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유리로 덮어버린다던

지..인사동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특색이 사라져버

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건물세는 점점 높아지게 될거고..작은 규모의 상가들은 

거대해지게 될테고..전통성을 잃어간다면 멀리보았을 때 관광지로서의 매리트도 떨어지게 

되고 그럼 방문객도 줄어들게 될거예요.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사용하기 편하고 멋

져 보일 수 있지만 점차 그 색을 잃어가는 그저 서울 한복판 어디가 될지도 몰라요. 건물을 

리모델링하더라도 고유한 특성을 지키려고 요소들을 한국적인 것을 쓰면 좋겠어요. 절충안

을 만들어서요. 그럼 사용하는 이도 보는 이도 좋지 않을까요? 인사동은 이미 전통문화로 

충분히 채워진 곳 같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비와 관리가 아닐까요? 저는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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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외국인 친구들과 한복입어보기 체험을 했었는

데. 정말 재밌었어요. 일반한복부터 궁중한복까지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주더라구요. 그리구 

인사동에서 행렬하잖아요 무슨 교대식?? 같은거였던 거 같은데 전 솔직히 그게 영국 근위

대 교대식처럼 뭔가 틀잡힌 형식이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리를 

한번 지나가는게 끝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지금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1.4. 여성, 30대, 직장인

친구들과는 쌈지길에 구경을 몇 번 갔었고, 동대문이나, 번화가의 쇼핑몰 보다는 조금 

이색적인 느낌이 있어서, 사진 찍으러도 갔었어요, 외국에 여행갈 때, 현지에서 만나게 되

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회탈열쇠고리를 사러가기도 하고... 복주머니나, 부채, 자개로 장식

된 거울 등을 사러 갈 때도 있고... 전통찻집에 가서 한과랑 같이 내주는 전통차를 마시기도

하고, 골목골목에 있는 한식집에도 몇 번 갔었어요, 거리에서 이것저것 아기자기한 것을 보

는 걸 좋아해서 자주 인사동에 갔던 것 같아요. 인사동에 가면 전통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한 

모습이 참 좋았어요. 인사동은 골동품 잡화상과, 갤러리, 가벼운 전통 기념품점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은.. 고궁을 제외하고, 그나마 서울

에서 옛날 물건들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전통적이다. 거리가 복잡하다.. 외국인들

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오래되 보이는 그림이나 동전, 물건들이 있지만.. 진품인지 모조품인

지.. 잘 모르겠다.. 사실 전통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찻집 등이 많이 있지만, 전통상

품이 너무 획일적이고,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걸 발견하고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

요. 심지어 전통상품임에도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도 다수 있어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천

하기가 곤란했던 적도 있죠. 하지만 예전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 찻집에 들렀을 때 세련되고 

현대적인 카페에서 느끼기 힘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시인의 유작품등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뻗어있는 골목길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모습.. 양식..들이 

기억났어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전통이라다는 단어는 조선시대로나 올라가야

할 것 같고..차라리 우리 모습 그 자체라는 말로 표현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한 모습인

거죠. 돌아가고 싶은 추억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인사동 하면 사람 많고 복잡한 거리지만,

가끔씩 하는 전통 공연들 때문에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복을 입고 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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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면은, 외국인들이 매우 흥미를 갖는 것 같았고, 화려한 색감에 일단 눈이 즐거우니

까..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인사동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 생

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봐도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사동에 있는 상점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까지는 한글 간판으로 

바꾼다고 하고, 뭔가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었는데.. 지금은 화장품 가게들이 점점 

인사동을 들어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이러다가 명동처럼 인사동도 변해버리는게 아닌

가 걱정될 정도로요. 저는 명동이 언제부턴가 들어서기 시작한 화장품가게들이 분위기를 

망쳐버렸다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적어도 인사동에서는 강력하게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

어요. 저희에겐 일상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인사동 마저도 없어지게 된다면..우리의 옛 모

습은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모르겠어요. 전통양식이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설치

물 또는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정부 부문의 지원과 전통 공연 등의 

상설화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 안내 표지판 다양화 및 안내서를 제공

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 상 사물놀이 공연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

요, 사물놀이와 비슷한 점이 있는 난타공연도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하니. 난

타공연이 상설화 되면 어떨까 싶어요.. 뭐.. 난타의 출연진이나..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기에 

비용이나 저작권 문제가 있다면.. 굳이 난타가 아니어도 좋지만,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잘 알고 있는 컨텐츠를 공연한다면 외국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물놀이도 좋아요, 근데, 매주 금요일 일곱시라던가.. 정해진 시간에 공연을 하

고 홍보를 해서, ‘아! 금요일 7시에 인사동에 가면, 볼거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자기를 빚는 체험이라던가. 전통의상입어보고 사진 찍

는 체험.. 뭐.. 전통음식 만들어보기...별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네요. 요런 것들 다 어

디선가 진행되고있는거겠지만.. 어디서하고 어떻게 참여 하는지 알기 쉽지 않네요, 좀 더 

손쉽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조각보 만들기 체험이나, 수놓

는 체험 같은걸 해보고 싶어요, 서예도 좋을 것 같고, 한지로 등 만들기.. 그런 것도 재미있

겠네요. 탈춤공연도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

까.. 어쨌든 무언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해서, 공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한국어와 영

어로 제공하면 어떨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전통공연들을 보면서 의미를 꼭 알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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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의 옛날 모습에 이런 것도 있었다.. 라고만 보여주는 것도, 나

쁘지 않은 것 같아요.

1.5. 여성, 30대, 직장인

인사동은 삭막한 서울 도심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

간이에요. 이곳에 오면 편안한 느낌을 느껴서 정말 좋아요. 음식이나 보는 것들 모두 예전

에 언젠가 보거나 경험했던 것들이어서 그런지..익숙함도 느껴지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가

로가 짧다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인사동에 오면 꼭 삼청동 길을 가곤 해요. 인사동

의 느낌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돌로 한층 한층 쌓아올린 모습을 보면..농촌에서 

느끼는 푸근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걷다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기분 좋

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찻집이나 나무 소재를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느

낌이 포근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인사동에 자주 찾아와서 찻집에 자주 찾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판들을 보면 문구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져있는 모습을 보면..관리가 잘 되고 있구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길가에 편의시설이나 길가에 편의시설이나 가로

수 혹은 꽃들을 더 심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내보일 

수 있는 것들이면 좀 더 인사동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1.6. 남성, 30대, 직장인

처음에 간건..원래 고향이 부산이었는데 서울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몰랐다. 서울 처음 고

등학생 때 올라왔을 때 이모님이 서울 구경을 시켜주셔서 그때 처음 인사동을 가게 되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어도..인사동이란 말을 처음 들었고..이모가 유명한 곳

이라고 하니깐 해서 따라다니긴 했지만 이곳이 왜 유명한 곳인지 납득되지 않았다. 자발적

으로 갔을 때는..정확하게는 기억나질 않지만 데이트를 하는 곳은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

가 있고 그런 곳들을 찾다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장소가 인사동이 떠올라서 갔

었다. 그때도 특별한 감흥은 없었다. 이곳이 왜 좋은 곳인지 잘 느끼지 못하겠더라. 자의반 

타의반.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처음에는 인사동 메인스트리트에만 가봤던 거다. 인사동 

가로 뒤쪽에 또 가로들이 있고 아기자기한 상점들... 토속적인 음식점들이 있는지 몰랐었는

데..우연찮게 그곳을 가보니깐 아 이게 좋은거지. 초반에 갔을 때보다 나중에 갔을 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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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공간을 발견을 하고는 인사동이 좋아졌고. 너무 도시의 어떤 큰 거대한 그런 스케일

에 익숙해 있다가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 규모도 작고 골목이 있고 골목에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한국적인게 그리워지면 인사동을 찾게 되더라. 물리적인 

세팅들이 우리가 한국적인지 아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스케일 자체가 편안함? 우리의 신

체사이즈 말 그대로 휴먼스케일..그것 때문에 편안함을 느낀다고들 한다. 이 가미가 되고..

전통적인 키치가 도입되고 있는데..거기가 과연 전통적인 것인지..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

하다. 전통은 조선시대 같은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는..누

군가에 의해서 주입됐다. 만들어진..일종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환상이다. 인사동에 가서 대

단히 한국적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골목길의 아기자기함이라든지..글쎄..말하자면..어린 시절

에 내가 봤을 때 도시에서 느꼈던 골목이라던지에 대한 향수인거지..그런 의미에서 전통이

라는건..내가 역사적으로 인사동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전통이랑은 뭔가 거리가 있

다. 뒷골목..상점들 아기자기한 모습들..인사동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

다. 실제로 현재 인사동에 가보면 쌈지길이라던지..과연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건축 개념은 우리 길이라는 전통적인 공간요소..우리 전통에는 길에 상점들이 다다

닥 붙어있는 그런 형식. 길 자체가 장터라서..우리나라는 길이 광장이었고. 저작거리라고도 

불리면서 시장도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쌈지길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과연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런걸 느끼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인사동이라는 곳이 전체적

으로 우리네 전통적인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할 순 없지만 좀 과장된 것 같은 생각

이다. 인사동을 사람들이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현실

만 까놓고 보면..거기는 그렇게까지 정말 한국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혹시나..7080년대 한국이 개발되고 할 때..뭔가 사람들이 그나마..보존된 장소? 이곳

의 개발의 폭풍이 휩쓸고 가지 않는..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

닐까라고 생각한다. 인사동이 한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옛날의 모습을 개발의 폭풍에

도 조금 남겨놓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인사동을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인사동

에서는 주로 보행을 했고..두 번째는 머물렀을 때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데이트를 

한때는 쌈지길에서 구경도 좀하고..물건 파는 것 좀 보고..물건을 샀던 기억은 없다. 먹거나 

마시거나 그랬던 점은 있었다. 한 가지 좋았던 점은..전통찻집이 인사동만큼 많이 몰려 있

는 곳은 없다. 인사동은 전통찻집이 이색적인 경험을 주게 한다고 하나? 우리 것인데도 아

이러니하게 이색적인 경험을 준다. 아이러니하다. 무료로 전시하는 갤러리도 들어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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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전시를 들어갔을 때의 독특했던 점은 크진 않았지만..전시 내용이 그래도 인사동이어

서 그랬는지 몰라도. 약간 동양화 위주로 전시되어 있었다. 그때의 느낌은 인사동과 어울리

는 갤러리에 들어왔다는 느낌이었다. 대단히 팝아트 같은 것을 전시했다면 이상한 느낌을 

가졌을 것 같다. 대단히 편안했다. 거리를 걷는 경험, 갤러리를 느끼는 경험이 일체화됐다

는 느낌..패키지라는 느낌..찻집도 마찬가지다. 길을 걸을 때의 느낌은..나의 감정중 가장 큰 

것은 와 정말 붐빈다. 인기 많다..흥행공간이구나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있구나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전통이야기를 했지만. 한적하고 호적한 길을 걸었을 때의 느낌이 좀 더 한국

적이다. 만약에 인사동이 이렇게 붐비지 않았다면 좀 더 한국적인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난 남자라서..목적성 있는 쇼핑을 하지..가게마다 특색이 없다. 남자는 그곳은 

쇼핑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서 안하는 것 같다. 인사동은 쇼핑하는 

곳이 아니다. 인사동은 특별한 경험이 필요할 때가는 곳.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특별한 경험 

속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지..쉬면서. 나는 혼자서 절대로 인사동에 가지 않는다. 사람

을 만나는 곳이다. 혼자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인사동을 찾지는 않는다. 쉴수 있는. 이런저

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지..우리가 비일상적인 공간에 있다는 느낌, 정서..그런 느낌을 가

지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다. 그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말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어떤 면에서는 도시발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

다. 개발을 할 때 전통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전통성을 거세해버리고 흥행만을 위한 도시

를 만들어야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절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

동은 전통적이라는 개념은 적합하지 않지만..여기는 한국, 최근에는 모던, 현대적..어쩌면 

복합되어있는 최근의 한국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혼성되어있는..뭔가 적절

하게 잘 섞여있어서..규모자체도 너무 위압적이지도 않고 규모도 아기자기하고. 경관자체가 

우리나라 전통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인사동이 이제 막 화장품게가들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돈이 될 만한 업종이 들어올 건데..그런 업종

이라는게 사실 한국적이다 서구적이다라는 안가리니까..삼청동도 그렇고..흥행되는 곳들은..

그..어떤 독특성 때문에..사람들을 유인하지만..그 사람들이 유입된 결과로..어떤 고유한 독

특성들은..나쁜말로해서는 훼손된다..좋은말로하면 또 새로운 창조가 생겨난다라는 이야기

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일단..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

슨 이야기면..만들어서 파는 것도 그렇고..다른 곳에서 살수 있는 것 다른데에서 많이 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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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판다. 결국 거리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길가에 무엇을 판매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인사동의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상점들의 컨텐츠 문제이다. 인사동

의 고유성을 획득을 하려면..작가들을 위한 공간들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곳만의 경

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게 아닐까. 위헌일 수도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곳을 이용도로 쓰라는 말은..보조금을 좀 대줄테니까 유지를 해라라는 것은 더 높

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없애버리는 것 같다. 지나친 규제는 별로 안좋다. 지나

친 규제는 역동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돈 없는 작가들..예술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지역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인사동은 공간구조에서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

는 장소인 것 같다.

1.7. 여성, 30대, 학생

어릴 때 이모가 전시를 인사동에서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가

끔 오게 되는데, 갤러리를 구경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와요. 근데 

인사동을 가는 이유는 전통적인 작품을 볼 수 있는 갤러리를 보기위해서 가거나..인사동에서 

받는 고즈넉하고 가풍적이며, 전통적인 느낌이 좋아서 인사동에 찾아가요. 카페나 갤러리 느

낌이 세련된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인테리어나 외관이 전통적이고 한국적이여서 압

구정이나 청담동 혹은 가로수길이나 이태원 등에 있는 그런 곳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에요.

인사동은 정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요소가 

곳곳에 잘 숨어있어서 찾아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참. 복잡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최

근에는 전통적인 요소보다는 화장품판매점이라든지 구두 판매점 같은 업종들이 많이들 들

어오게되서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통

적인 느낌은 아니여도, 아기자기한 모습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인사동의 

특징이 전통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눈요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인사동의 특징인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저는 메인도로 옆으로 나있는 작은 

골목길도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모습이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지만..뭔가 굉장히 편

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가로시설물에서 받을 때도 있고요. 간판. 패

이빙. 가로시설물..그리고 뒷골목에서 인사동스럽다는 느낌을 받아요. 뒷골목엔 아직 작은 

규모의 예전 그대로의 한옥을 사용하고 있는 파전집이나 음식점, 술집, 갤러리 등이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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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친근해요. 한옥을 개조해서 서예만 전시하는 곳에서 시할아버님이 

전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이쁘더라구요. 앞마당도 그대로 있고요. 인사동에서의 토속적

인 음식을 파는 식당들을 좋아해요. 계속 게장을 리필해주는 백반집이나, 파전과 동동주 먹

는 집이 생각나요. 식당은 찾아갈 수는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나요. 진짜 싸고 맛있어요.

순두부가 제일 맛있죠. 게장은 말 그대로 반찬인데 그냥 계속 줘요. 계속. 그냥 이모님들 같

아요. 너무 친숙하고. 반말하고.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냥 편한 집이에요.. 인사동하면 쌈지길

이 바로 생각나요. 규모가 큰 건물이 인사동 내에 들어갔는데도 인사동의 분위기에 녹아있

는 건물인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쌈지길은 골목길을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다

는 느낌이 들어요. 규모도 적당한 것 같고. 볼거리도 많아요. 그리고 길을 펼쳐놓은 구조도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부의 모습이 전부 보이는 걸 보면, 아

기자기한 모습이 정말 재미있어요. 규모도 적당한 것 같고, 여기저기 연결되어서 모험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게다가 노점처럼, 이쁜것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좀 비싼 것도 있

지만 잘 골라서 귀걸이 같은걸 사곤 해요. 또 인사동에 가면 간판, 가로시설물, 패이빙 등에

서 인사동의 특성이 가장 크게 느껴져요.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느낌도 가질 수 있는 느낌

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조로 한글로 스타벅스를 쓴 곳이 인사동이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로시설물이나 페이빙도 전통적, 한국적으로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최근

에 편리를 위해서 개선을 해서 예전처럼 하이힐이 낀다거나 불편한 부분이 사라져서 정말 

좋아요. 앞으로 인사동의 느낌을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사동에 입점하는 

업종의 용도를 제한하고, 가로시설물과 간판, 패이빙 등에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인들의 커뮤니티를 잘 이용해야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모든 것이 전

통적이거나 역사적인 요소보다는 적절하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등이 유지되어야 지

속적으로 사람을 끌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1.8. 남성, 30대, 직장인

인사동은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나..노점상들..그

리고 가끔씩 우리나라 전통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

아요. 특히..저는 여자 친구랑 인사동에 오면 항상 쌈지길에 들리곤 해요. 쌈지길은 화려하

고 다양한 소품들로 가득차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죠. 건물이 나선형 비탈길로 연결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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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참 신기했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보는 게 좋았어요. 인사동길을 마치 건물하나에 모

두 모아놓은 느낌이 신기하면서 재미있었어요. 인사동길을 걷다보면 가게들이 아기자기한 

게 특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볼게 많으니깐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는데...그걸 건물 

하나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쌈지길같은 건물이 인사동뿐만 아니

라 다른 곳에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될 것 같다는 생각

을 해봐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이에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니

깐.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이것저것 쇼핑하기에 딱 좋은 곳 같아요. 그

리고 쌈지길 중앙 1층에서 공연하는 밴드의 음악도 듣기 좋아요. 다양한 소품을 판매도 하

지만..차 한지공예, 염색, 인형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직접해보진 않았지만..관심 있는 사람들은 취미삼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적이고 전

통적인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있으니깐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에

는 인사동만한데가 없겠죠.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을거에요. 인사동은 그만큼 

짧은 시간에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인사동은 옛것과 새것이 같이 공존하

는 곳이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은 아시아의 조그만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인사

동에서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즐거워할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사동에는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음식들도 많이 팔아서 좋아

요. 사실 우리나라 식습관이 많이 변해서 그런지..이런 음식들을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데..

인사동에 오면 그래도 담백한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길

을 걷다가 한국의 음식문화를 즐기러 오는 외국인들이 만두집이나 막걸리 먹으러 갈 수 있

는 데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역시 인사동만한데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인사동 

바닥도 걷기 편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여자 친구가 인사동에 가자고 하면 힐 때문에 

좀 고생해서 꺼리는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걷기 편하다고 좋아해요.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

지는..아주 매력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인사동은 옛날 조선시대에 중인들이 주로 살

았던 주거지라고 들었는데..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해요. 큰 길 하나를 가운데 두

고 그때 사람들도 지금처럼 활발했었겠죠? 예전에는 골목길 안에는 외국인들이 잘 찾아들

어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

도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많아져서 조금 두려움이 사라진 게 있겠죠? 저는 골목길을 찾

아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골목길에 들어가면 쓰레기라던지 정리

가 안 돼 있는 모습이겠지만..그런 것들은 빼고 작은 골목길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옛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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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술취해서 돌아다니시는 할아버님의 모습을 보면..

흥에 젖어있는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사동에는 화랑

들과 필방들, 희귀한 고서적들, 소박한 민속공예품들이 많이 전시되어있어서 고풍스러운걸 

사진으로 담기에 좋아요. 적어도 인사동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다른 지역과 다른 느낌

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동은 선들이 부드러워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이..그래서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아요.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낮 시간에는 정말 

복잡해요. 게다가 아무래도 관광지로 되다보니깐 안 그래도 다양했던 상점들이 서서히 대

기업들이 들어와서 더욱 복잡해진 느낌이에요. 인사동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저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할 텐데..그렇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적당한 가게들은 있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구.. 그래서 가끔씩 인사동의 밤거리를 걷곤 해요.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걸으면서 건물

들이 낮아서 그런지 하늘도 보여서 가슴이 시원하게 뻥뚤린듯한 느낌을 받아요. 서울 어디

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

간 게..그래서 북적거리는걸 싫어하지만 왠지 인사동에서는 모두를 느낄 수 있고..아무리 복

잡해도 왠지 모를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1.9. 남성, 60대, 밴드활동

인사동에는 가끔씩 와. 은퇴한 친구들끼리 작은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러오는데 사

람들이 아주 좋아해. 젊은 사람이 박수를 쳐주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 덕분에 나도 젊어

지는 느낌이야. 인사동은 생각해보면..나 어렸을 때의 동네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땐 잘 못

살 때라서 골목길에서 닥지닥지 작은 집에서 살았었지. 인사동도 딱 그런 모습이야. 보면 

닥지닥지 빈틈없이 붙어 있잖아. 물론 그때처럼 지저분한 모습은 아니지만..골목길에 들어

가면..정말 옛날 생각이 나서 좋아. 서울 다른데 보다는 비교적 옛 모습이 잘 남아있는거지.

나이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 시절을 느껴. 인사동을 전통문화의 거

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인사동이 전통이냐라는 의견에는 반대야. 전통은 뭔가 아주 오

래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우리가 높은 빌딩을 짓게 된 게 얼마 안됐잖아..그러니깐 

전통이라고 보여지는거 몇 개만 만들뿐이지. 차라리 전통을 느끼려면 경복궁을 가야되는 

거지. 전통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삶? 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요즘엔 건물들도 

이쁜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 과거하고 현재하고 합쳐진 느낌이야. 길거리가 북적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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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의 흥겨운 가위질, 기름판에 맛있게 구워지는 호떡..이런걸 봐도 전통이란 말은 어울

리지 않지 않아? 하긴..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는 전통일 수도 있겠네.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건 참 다양하다는거야.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어지러울 정도로 다양

한 문화가 섞여있어. 기념품들을 보면 전통적이기도하고, 갤러리를 보면 현대적이기도 하

고, 가끔씩 여기가 어딘가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인사동이니깐 가능한거겠지. 그래도 서울

같이 이렇게 큰 도시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퍽이나 다행이야.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 공

연만 아니라 다른 공연들도 많이들 즐기지만..앞으로는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

어. 음악이 나오는 인사동 멋지지 않아?

1.10. 남성, 30대, 직장인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회사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지 얼마 안 되는 촌놈이라서 인사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곳이겠구나 하고 찾아왔죠.

인사동의 첫 인상은..정말 사람들 엄청 많다에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복잡해서 혼

났어요. 사람들 때문에 복잡하기도하지만..그만큼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아서 시간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골목길에 들어가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물

론 저희 동네가 산에 있어서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저희 동네가 딱 이렇게 골목길도 많

고..작은 집들이 많이 붙어있는 동네였어요. 그때 느꼈던 편안함이 인사동에서는 느껴져요.

그래서 서울생활이 지쳐갈때쯤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회복되는 기분

이에요. 오늘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집을 갤러리고 바꾼..경인갤러리에 다녀왔는데..고풍스

런 우리 한옥의 정취를 느끼면서 도심에서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인사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저것 볼게 많은 곳이죠. 다만 이것저것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떤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남자 혼자 와서 그런지..쑥스러워서 잘 못하겠더라

고요. 인사동에 몇 번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인사동은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인사동의 

정취가 더 숙성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애인이 생기면 꼭 같이 오고 싶어요.

1.11. 여성, 40대, 해외교포

인사동에 처음으로 왔어요. 미국에서는 인사동을 서울의 Mary’s alley라고 불러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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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볼거리와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의미에요. 저보다 한국을 먼저 왔던 친구

들이 꼭 한번 인사동에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돌았는데도 이곳저곳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걸보면 오길 잘했다는 생각해요. 나는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이 곳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적인게 이런거구나라는 느낌을 하고 갑

니다. 정말 신기한건 도로가 일자로 쭉 뚫려있는게 아니라 곡선이라는게 느낌이 독특하네

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에는 차이나타운이 있는데..차이나타운이랑 비슷한 느낌의 전

통적인 느낌을 느끼지만..조금 다른건..미국의 차이나타운은 쭉뻗어서 있는데..인사동은 구

불구불한게 굉장히 독특해요. 참..차이나타운은 차들이 오가서 굉장히 복잡한 느낌인데..여

긴 그런 느낌은 안들어서 좋아요. 덜 지저분한 것 같고.. 여긴 상점들이 정말 많아요. 오래

된 책이나 사진, 기념품, 도자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아요. 실용적인 것도 눈에 많이 보여요. 저도 방금 도자기를 구입했어

요. 집에 돌아가면 꽃으로 장식하려고 생각중이에요. 그리고 인사동에서 갤러리도 들어갔

다 왔는데..아무래도 인사동이 우리나라 전통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글씨하고 먹으

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너무 멋지고..전통적인 그림 그리는 방법을 볼 수 있어서 의미 있

었어요. 더 재밌는 건 이런 것들뿐 만아니라 모던하고 팝아트적인 현대 그림도 같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오면서 길거리에 골동품, 악세사리, 예술품과 책등이 사고 팔리는걸 보

면서..동네에서 볼 수 있는 개러지세일 느낌이 났어요. 동네에서 개러지세일을 하는 날이

면..사람들이 정말 많이들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의 소식도 듣고 말해주면서 우리 동

네의 커뮤니티가 유지 되요. 여기는 물론 관광지이지만..저런 개러지세일이 많이 자주 일어

난다면..마치 동네에 있는 듯 한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오늘 인사동을 돌아다니면서 외

국인이 한국문화를 알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별하게 랜드마크

같은건 없지만 사진을 찍으면 찍는 데로 한국미가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참- 쌈지길도 굉

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컨셉의 샾들이 많아서 즐거웠어요. 신선했고, 힘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사동의 한국적임을 위해 스타벅스에서는 라틴알파벳 대신 한글로 이

름을 쓰게 되었다고 관광책자에서 봤어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거리이면서..한국의 미를 표현하고 알리는 것보다..상품 판매가 많아서..그런 것들

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어요. 기념품점에 들어가면 한국물건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

에서 온 골동품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한국적인 특색이 있는 걸로만 팔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곳이 많아지게 되면..동남아시아에 있는 시장이나 차이나타운에 있는 시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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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1.12. 남성, 50대, 직장인

인사동은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만 깊고 막상 길을 떠나려해도 마음을 확 당기는 그 무

엇이 부족한 듯 한 느낌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피맛골도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인사

동의 면면이 화장품거리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나 그로 인해 임대료 폭등하고 전통상점들

이 뒷골목으로 밀려나다 못해 아예 인사동을 떠난다는 스산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가만히 앉아 그 모두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찾아오곤 해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동

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허름하고 낡은 골동품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금발의 외국인, 관광

객의 발길을 붙잡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터키상인, 뽑기 만드는 모습에 추억에 잠긴 어른의 

모습들을 보면 인사동의 활기찬 모습을 즐길 수 있어요. 인사동을 찾는 이들은 관광객, 학

생, 그리고 전통분위기 속에서 낭만을 즐기는 연인 등 다양한 세대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다보면, 독특한 건물이 눈에 띄는데..그게 바로 

쌈지길이에요. 쌈지길에는 우리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

는데..1층부터 5층의 하늘정원이 골목길의 형태로 연결된 아주 이색적인 건물이에요. 곳곳

에 원색의 조형물들이 눈길을 끌고 가운데 마당에서는 공연과 전시등 문화이벤트를 선보이

는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의 명소라고 생각해요. 인사동

은 전통과 문화를 향유하며 그를 소비하고 포용하고 있는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도 말했지만..인사동이 점점 임대료에 의해서 고유의 특색을 잃어간다는 신문기사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좋은 문화는 좋은 국민정서를 만들고, 바람직한 문화소비는 국민의 지적

수준을 올리는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역할을 인사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사동을 찾아오는 목적이 단순하게 먹거나 보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우리 모두 

문화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펼쳐 보이고. 인사동을 좀 더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인사동이 더욱 발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소중하게 인사동의 역사와 전통

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면...저절로 외국인들도 이곳 인사동에 와서 우리 문화의 고고함을 

느낄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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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여성, 40대, 주부

인사동은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찾아옵니다. 인사동은 전통적인 느낌도 많지만..다

양한 기념품들을 구입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특징을 갖는 기념품들도 있지

만..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다양한 것 같아요. 인사동을 처음 갔을 때는 전통적인 느낌이 강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생각보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서 놀랐습니다. 이

젠 전통만을 즐기러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갤러리들도 많으니깐..모던한 느낌도 받

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의 폭이나 입면들은 다른 대형 상업거리에 비하면 아기자기하

고 전통적이긴 하지만..점점 많이 현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인사동하면 쌈

지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그리

고 전통소품 파는 매장들 거리에서 친숙함을 느껴요. 다른 곳들에 비해 전통소품들이 밀집

되어 있는 것들은 전통적인 느낌이지만, 점점 독창성보다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전통물품이 

많아지는 것 같은 것이 아쉬워요. 겉모습만 전통문화의 느낌이 아니라..정말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통소품을 만드는 인간문화재 같은 사람

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고 쉽게 교육 할 수 있는 진정한 전통의 장

소가 되어야 인사동의 고유한 특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사동 심층인터뷰 내용분석표

2.1. 전통성과 한국성의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오래된 느낌, 한국적인 면이 많이 남아…. 오래된 느낌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을 느끼는 곳…. …오래된 건물들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느

낌….][…고즈넉하고 가풍적이며, 전통적인 느낌…. 전통적인 요소가 곳곳

에 잘 숨어있어…. 가로시설물이나 페이빙도 전통적, 한국적으로 잘 꾸며

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인테리어나 외관이 전통적이고 한국적…. …뒷

골목에서 인사동스럽다는 느낌….][…70, 80년대 한국이 …보존된 장소. …

옛날의 모습을 개발의 폭풍에도 조금 남겨놓고 있다는 것…인사동을 한국

오래된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전통성과 
한국성의 
장소

부록_표 10. 전통성과 한국성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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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적이라고 생각….][경관자체가 우리나라 전통의 모습…][…한국미가 잘 표

현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의 

유지

전통성과 
한국성의 
장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표현하는 혹은 의미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모아놨기 

때문….][전통적이고 한국적인 음식들도 많이 팔아서 좋아요. …이런 음식

들을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데..인사동에 오면 그래도 담백한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화랑들과 필방들, 희귀한 고서적들,

소박한 민속공예품들이 많이 전시되어있어서 고풍스러운걸 사진으로 담기

에 좋아요.][골동품 잡화상과, 갤러리, 가벼운 전통 기념품점 등이 모여있

는 곳…. …오래되 보이는 그림이나 동전, 물건들…]

전통․예술
문화 관련 
업종의 집중

[…동양화 위주…. …인사동과 어울리는 갤러리…. 거리를 걷는 경험, 갤러

리를 느끼는 경험이 일체화….][한국적인 면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가장 한국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재미있

고, 옛날 추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즐거움….][다양하게 즐길거리….][…종

합시장 같은 분위기…][길거리에서 행상…한국적인 분위기….][…모던한 

느낌과 다양한 볼거리….][…아기자기하고…다양한 모습을 구경…, 경험하

는 곳….][…삭막한 서울 도심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전통과 문화를 향유하며 

그를 소비하고 포용하고 있는 우리의 길….][외국인이 한국문화를 알기 위

해서 꼭 봐야되는 곳…. 특별하게 랜드마크같은건 없지만 사진을 찍으면 

찍는데로 한국미가 잘 표현….][…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면을 즐기는 곳]

우리나라 
고유의 
다양한 

행사의 유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인

사동은 정말 전통적인 느낌….][먹거리도 정말 다양…. 인사동에 오는 외국

인들에게는 식문화 체험을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차나 디저트 같은 것….

식혜라든지 한과 같은건..한국 사람들에게도 명절에나 접하는 음식이니까 

한국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동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

인 명소….][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꼭 함께 인사동을 방문…식사…, 전

통차를 마시고 이곳저곳을 구경…. …인사동은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면을 

즐기는 곳…][아기자기한 화방과 볼거리, 전통먹거리 등 한국문화가 집적

된 곳…][다양한 즐길거리…, 구경거리….][…전통 공연들 때문에 볼거리가 

많은 곳…. 한복을 입고 행차하는 장면은, 외국인들이 매우 흥미를 갖는 

것…, 화려한 색감에 일단 눈이 즐거우니까 관심을 끌었던 것….][…하회탈

전통성과 
한국성의 
다중감각적

체험

부록_표 10(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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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열쇠고리를 사러가기도 하고. 복주머니나, 부채, 자개로 장식된 거울 등을 

사러 갈 때 도 있고…. 전통찻집에 가서 한과랑 같이 내주는 전통차를 마

시기도하고, 골목골목에 있는 한식집에도 몇 번 갔었어요.]

전통성과 
한국성의 
다중감각적

체험

전통성과 
한국성의 
장소

부록_표 10(계속)

2.2.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구수한, 토속적인 느낌…. 고향에 온 느낌…][…작은 골목길… 편한, 포

근한 느낌…. 뒷골목엔 작은 규모의 예전 그대로의 한옥… 굉장히 친

근….][…고즈넉…옛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나무 소재를 인테리

어… 느낌이 포근하고 따뜻….][…오래된 건물들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느낌….][…사람 사는 냄새…][…골목길…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모습, 양

식. 기억…. …우리 모습 그 자체….][익숙한 모습…. 추억….][작은 규모의 

상점들…한옥들을 보면 서울시의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골목

길…옛날 생각…. …편안함….][…나 어렸을 때의 동네모습…. 서울 다른데 

보다는 비교적 옛 모습이 잘 남아있는거지….][…골목길의 아기자기함…어

린 시절에 내가 봤을 때 도시에서 느꼈던 골목 …향수인거지.…뒷골목. 상

점들 아기자기한 모습들….][…인사동은 선들이 부드러워요. 건물뿐만 아니

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정말 편안한 느낌….][뒷골목엔 아직 작은 규모의 

예전 그대로의 한옥을 사용하고 있는 파전집이나 음식점, 술집, 갤러리 등

이 남아있어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친근해요.]][…돌로 한층한층 쌓아올린 

모습…농촌에서 느끼는 푸근함….][…편안한 느낌….][한옥이나 이런 곳에

서 느끼는 포근함, 편안함 같은게 인사동의 전통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

라구요.][거대한 빌딩 숲 틈 사이에서 고즈넉한 분위기….]

과거의 
모습과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 
역할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주 매력이 넘치는 곳….] [선들이 부드러워요. …정말 편안한 느낌….][소소

한 공간을 발견…규모도 작고 골목이 있고 골목에 아기자기한 상점들…][…

좁고 천장이 낮은 편….…][…천장이 낮은 덕분에…갤러리의 모습이 굉장히 

안정되어 보여요. 편한 느낌….][서울시가 지니는 분위기와는 정말 다른 편안

한 느낌….[작은 골목길도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모습이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지만..뭔가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건축물과 
가로의 
형태에서 
받는 

시각적인 
안정감

부록_표 11.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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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천천히 걷다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이

곳에 오면 편안한 느낌….][음식이나 보는 것들 모두 예전에 언젠가 보거나 

경험했던 것들이어서 그런지 익숙함도 느껴지고요.][길거리가 북적거리고,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질, 기름판에 맛있게 구워지는 호떡, 이런 걸 봐도 전

통이란 말보단 우리네 옛날 모습….]

다양한 
요소를 

체험함으로
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인식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부록_표 11(계속)

2.3.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의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우리나라에서 최조로 한글로 스타벅스를 쓴 곳….][한글로 된 간판! …인

사동의 한국적인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라틴알파벳 대신 

한글로 이름을 쓰게 되었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인상적….][독특한 한글

간판들은 다른 거리와는 색다른 느낌…, 영어로 뒤덮인 서울거리에 우리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문구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는 모습을 

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전통적인 느낌이 강할 것이라

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현대적인 모습…. 이젠 전통만을 즐기러 가는 곳

은 아니라고 생각…. …모던한 느낌….][전통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삶? 이라

고 표현하는게 좋겠어. 그리고 요즘엔 건물들도 이쁜 것들이 많이 들어왔

잖아. 과거하고 현재하고 합쳐진 느낌….]

옥외광고물
의 한글화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의 장소

[독특한 건물… 쌈지길에는 …공예품 …판매….1층부터 5층의 하늘정원이 

골목길의 형태로 연결된 아주 이색적인….][…건물이 나선형 비탈길로 연

결된 구조가 참 신기했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보는 게 좋았어요. 인사동

길을 마치 건물하나에 모두 모아놓은 느낌….][가로에 있는 수로나 물확을 

형상화하는 것 같은 플랜트, 포장 등이 …특색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

다고 생각….]

전통적 
요소의 
현대적 
재해석

[…모던, 현대적…. …복합되어있는 최근의 한국을 보여주는 공간….][…전

통적인 그림…. …모던하고 팝아트적인 현대 그림도 같이 있다….][과거와 

현재를 표현…. 역사적이고 모던한 분위기가 혼합…, …한국의 문화와 역

사를 진정으로 표현하는 고유한 지역….][전통적인 기념품이라든지 갤러

리들…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 화장품이나 하이힐 같은 쇼핑거리…]

[한국적인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지역…. …주변의 관광지, 전통적

인 느낌, 쇼핑 등 두루두루….][모던하게 정비된 거리와 수공예품을 파는 

현대 
소비문화의 

도입

부록_표 12.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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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노점상, 오밀조밀 골목 사이사이 전통찻집들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오래된 책이나 사진, 기념품, 도자기를 판매….][…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전통찻집이 이색적인 경험….][…특별한 경험이 필요

할 때 가는 곳…. …비일상적인 공간…,][…갤러리를 구경…, …맛있는 것

을 먹기 위해….][허름하고 낡은 골동품…, …아이스크림을 파는 터키상

인, 뽑기 만드는 모습에 추억에 잠긴 어른의 모습들을 보면 인사동의 활

기찬 모습….][…전통적인 다방에 앉아서 차를 홀짝거리면서 전통을 느끼

는 것이 가장 좋았다.][…다양하다….][…화려하고 다양한 소품들로 가득 

차 있어….][…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나 노점상들 …우리

나라 전통의 퍼포먼스….]

현대 
소비문화의 

도입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의 장소

부록_표 12(계속)

2.4. 갤러리 문화의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접근성이죠! …인사동만큼 찾아가기 쉬운 갤러리들은 드물어요.][많은 갤

러리들을 쉽게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가장 많은 갤러리들

이 밀집되어있는 곳….][…분명히 서울의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른 느낌….][…

예전부터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많이 해왔고][인사동의 또 다

른 명소는 미술갤러리…. …갤러리는 인사동 고유의 특색을 주는 것 같다.]

다수의 
갤러리와  
전통 및 

현대예술의 
공존

갤러리 
문화의 장소

부록_표 13. 갤러리 문화의 장소

2.5.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의 재현적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전통상품…획일적…, 품질…좋지 않은 품질…. …중국에서 만든 제

품….][…가치 없는 여행 기념품을 판매….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고, 인

사동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다.][화장품거리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 임

대료 폭등… 전통상점들이 뒷골목으로….][화장품판매점이라든지 구두 판

매점 같은 업종들이 많이들 들어오게 되서 복잡하다는 느낌….]

획일적인 
상품과 현대 

소비성 
업종의 증가

획일적인 
현대소비문
화의 재현적 

장소

부록_표 14.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의 재현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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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사동의 장소성 형성 의미 개선방안

1) 물리적 요인 개선방안

① 건축물 규모의 제한: 소규모 개발 지향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몇 개의 건물들이 합쳐져서 규모가 꽤 큰 건물들…. …인사동스러운 느

낌은 사라지는게 아닐까?][…건물들이 점점 커진다는 느낌….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작은 가게들이 있는게 장점….][가로의 폭이나 입면들은 다

른 대형 상업거리에 비하면 아기자기하고 전통적이긴 하지만…. 점점 많이 

현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인사동의 
장소특성과 
이질적인 
건축물 
규모의 
대형화

건축물 
규모 제한:

소규모 개발 
지향

부록_표 15. 건축물 규모의 제한: 소규모 개발 지향

② 건축물 재료의 제한: 전통적 재료의 사용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최근에 인사동에 건물들이 리모델링…유리로 덮어버린다던지, 인사동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특색이 사라져

버린다는 느낌…. …작은 규모의 상가들은 거대해지게 될테고, 전통성을 

잃어간다면 …관광지로서의 매리트도 떨어지게 되고 그럼 방문객도 줄어

들게 될거예요. …점차 그 색을 잃어가는 그저 서울 한복판 어디가 될지도 

몰라요.][…리모델링하더라도 고유한 특성을 지키려고 요소들을 한국적인 

것을 쓰면 좋겠어요. 절충안을 만들어서요.][…인사동스러운 느낌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인사동의 
장소특성과 
이질적인 
건축물 

재료의 사용

건축물
재료의 제한:

전통적 
재료의 사용

부록_표 16. 건축물 재료의 제한: 전통적 재료의 사용

③ 건축물 형태의 제한: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 지향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지금 모습이 망가지게 되면 그 분위기가 사라지게 될 거야. 지금도 조금

씩 생기는 네모반듯한 건물들이 인사동 내에 가득 차게 된다면, 그런 모습

에서 한국적인 정서, 감성을 찾을 수 없을거야. 하지만 건물을 짓더라도 

‘쌈지길’같이 인사동 내에서 그 기능이 녹아들어져있는 건물들은 분명히 

환영해.]

인사동의 
장소특성과 
이질적인 
건축물 

형태의 개발

건축물 
형태의 제한: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 
지향

부록_표 17. 건축물 형태의 제한: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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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로시설물의 관리: 정체성을 반영한 형태 및 관리 지향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가로시설물과 간판, 패이빙 등에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이 중요…][…가로

수 혹은 꽃들을 더 심었으면….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내보일 수 있는 

것들….][전통양식이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설치물 또는 공간 조

성을 지속적…민간, 정부 부문의 지원과 전통 공연 등의 상설화 등 지속적

인 홍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 안내 표지판 다양화 및 안내서를 제

공….][…거리 양족에 돌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나 죽어가는 꽃들을 보면 눈

살이 찌뿌러지는게 사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기본

적인 것 쓰레기 치우기나 화단 가꾸기 정도는 주기적으로 빨리 관리….]

인사동의 
장소특성과 
이질적인 
가로시설물 
및 관리

가로시설물
의 관리:

정체성을 
반영한 형태 
및 관리 
지향

부록_표 18. 건축물 형태의 제한: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 지향

⑤ 과도한 제한은 지양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위헌일 수도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보조금을 

좀 대줄테니까 유지를 해라라는 것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비

용을 없애버리는 것 같다. 지나친 규제는 별로 안 좋다. 지나친 규제는 역

동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개발 시 
지나친 
규제는 
인사동의 
역동성을 
저해함

과도한 
제한은 지양

부록_표 19. 과도한 제한은 지양

⑥ 인사동 영역의 확장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인사동 같은 분위기를 …좀 더 그 영역을 확장해야한다고 생각해.…지

금의 마켓플레이스를 유지하고…인사동의 기능을 분산시킨다면 어떨

까….][…쌈지길 같은 건물이…다른 곳에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인사동길의 
집중화에 
의해 

혼잡해지는 
인사동

인사동 
영역의 확장

부록_표 20. 인사동 영역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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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통․예술문화관련 작가들을 위한 공간 조성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사동의 고유성

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점들의 콘텐츠 문제…. 인사동의 고유성을 획

득을 하려면 작가들을 위한 공간들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곳만

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게 아닐까.]

전통예술문
화 관련 
작가들의 
공간 부족

전통예술문
화관련 
작가들을 
위한 공간 

조성

부록_표 21. 전통예술문화관련 작가들을 위한 공간 조성

2) 사회ᆞ문화적 요인 개선방안

① 업종의 제한 및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의 다양화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건축물 크기나 업종 같은 것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적당하게 제

한….][…종로 쪽에서 인사동으로 들어오는 곳에 있는 화장품 가게나 옷집 

들은…관광이 관점에서 보면 장점…, 인사동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를 생각

하면 큰 단점이 될 수도….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은 조금 관리

가 필요….][…카페, 화장품 상점 등 업종이 너무 단편화되는 것 같아서 안

타까워요.][…상점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화장품 

가게들이 점점 인사동을 들어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이러다가 명동처

럼 인사동도 변해버리는게…적어도 인사동에서는 강력하게 제한을 해줬으

면….][…인사동에 입점하는 업종의 용도를 제한…, …상인들의 커뮤니티를 

잘 이용….][…다양했던 상점들이 서서히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더욱 복잡

해진 느낌…그렇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적당한 가게들은 있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구….]

인사동의 
장소특성과 
이질적인 
현대소비문
화 업종의 

출현 

업종의 제한 
및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의 
다양화

부록_표 22. 업종의 제한 및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의 다양화

②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의 다양화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한국을 대표하는 거리…. 기념품점에 들어가면 한국물건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온 골동품들…. …한국적인 특색이 있는 걸로만 팔았으면…. …

동남아시아에 있는 시장이나 차이나타운에 있는 시장이나 다를게 없을 것 

같아요.][…점점 독창성보다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전통물품이 많아지는 

것….]

독창성과 
정체성 없는 
상품의 판매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의 
다양화

부록_표 23.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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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통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 및 외래문화 업종의 도입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대형 화장품가게나 일본말로 호객하는 점원, 꿀타래, 오꼬노미야끼 등

을 판매하는 거리의 노점상은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

지만…인사동을 꼭 전통적이여야만 한다는 편견을 깨면 오히려 장점이 되

는 것 같아요.]

다양한 
국적의 
요소들의 
혼합

전통분위기
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 및 
외래문화 

업종의 도입

부록_표 24. 전통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 및 외래문화 업종의 도입

3) 체험적 요인 개선방안

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컨텐츠의 참여방안 개선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이미 전통문화로 충분히 채워진 곳…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비와 관

리….][지금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사물놀이 공

연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잘 알고 있는 컨텐츠를 공연한

다면 외국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정해진 시간에 

공연을 하고 홍보….][도자기를 빚는 체험… 전통의상입어보고 사진찍는 

체험…. 전통음식 만들어보기…서예…. 한지로 등 만들기… 탈춤공연….]

[어디서하고 어떻게 참여 하는지 알기 쉽지 않네요, 좀 더 손쉽게 그런 정

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조각보 만들기 체험이나, 수놓는 체험 같은걸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무언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

들이 다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해서, 공연

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면 어떨까…. 그냥 한국

의 옛날 모습에 이런 것도 있었다. 라고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한적하고 호적한 길을 걸었을 때의 느낌이 좀 더 한국적….][다

만 이것저것해보고 싶은데…어디에서 어떤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한 
참여 정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컨텐츠의 
참여방안 
개선

부록_표 25. 현재 활용되고 있는 컨텐츠의 참여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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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컨텐츠 개발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모든 것이 전통적이거나 역사적인 요소보다는 적절하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유지되어야 지속적으로 사람을 끌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차 한지공예, 염색, 인형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에 

있는 것….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있으니깐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에는 인사동만한데가 없겠죠. 많

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을거에요.][…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으

면 좋겠어….][겉모습만 전통문화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전통을 지키는 사

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전통소품을 만드는 인간문화재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고 쉽게 교육 할 수 있

는 진정한 전통의 장소가 되어야 인사동의 고유한 특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특성을 
고려한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컨텐츠 
개발

부록_표 26.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컨텐츠 개발

③ 다양한 골목문화 체험 컨텐츠 개발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인사동이 전통문화의 지역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라면..골목문

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건 어떨까? …미지의 세계를 

모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곳저곳 들

쑤시고 다니면서 인사동의 골목길에 있는 상점들을 살펴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즐거움이야 말로 여행의 즐거움…][…

쌈지길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쌈지길은 달팽이처럼 건물을 

돌면서 그 내부의 상가들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 이것처럼 인사

동 전체도 전부 볼 수 있게 골목을 들쑤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예전에는 골목길 안에는 외국인들이 잘 찾아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

은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많아져서 조금 두려움이 사라진게 있겠죠? 저는 

골목길을 찾아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작은 골목길의 모습

은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흥에 젖어있는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골목길은 
인사동 
고유의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요소

다양한 
골목문화 

체험 컨텐츠 
개발

부록_표 27. 인사동 행태적 특성 개선방안_현재 활용되고 있는 컨텐츠의 참여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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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로 심층인터뷰 내용 전문

2.1. 남성, 40대, 직장인

대학로는 서울대생이라니깐..잘 알겠지만..예전에 서울대가 있었어. 그래서 이 동네 이

름이 대학로가 된 거야.. 지금은 거기에 마로니에 공원이 생겼어..그 안에 모형이 있는데 그

거 보면 서울대가 어떻게 있었는지 대충 알 거야.. 대학로에 처음 왔던 게 20대 초반이야..

그때도 지금처럼 만큼은 아니었어도..대학로의 거리공연과 연극, 뮤지컬 등 한창 무르익을 

때였지..그래서 학창시절에 휴일만 되면..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서..무언가를 즐기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대학로였어. 예전부터 연극하는 극장이나 길거리에서 춤추는 녀석들이 많

아서 젊은 느낌이 느껴지는 지역이야.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곳이야.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렇게 까지는 복잡하지는 않았어..마치 70-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서울은 개발

을 하면서 고유한 모습을 죄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 하지만 대학로는 조금은 남

아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아. 물론 많은 것이 변했지만..건물들도 커지고..높아지고..그래도 

서울 다른 곳처럼 막~높은 고층이 없어서 좋아. 특히...나는 대학로에 오면 건물들이 붉은 

벽돌로 된 건물이 많잖아? 이런 것들 보면..예전에 살았던 동네 주택가들이 생각나기도하

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그런데 대학로에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대학가라

서 그런지 왠 술집들이 그렇게 많은 건지..대학로는 술집 천지야 아주 천지! 아주 복잡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대학로는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굉장히 복잡하고..복잡해. 어느 대

학가를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술집이 너무 많아. 그런데 대학로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화동이라고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 예전부터 살고 있지만. 항상 

편안한 느낌이야. 어휴- 아파트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높은 아파트에 살면 어지럽지 않을

까? 아주 편안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지금 서있는 대학로와는 전혀 다른 분

위기야. 대학로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술집들이 대학로의 모습을 병들게 하는 것 같아. 일

반인들이 대학로를 좋아하는 건..문화도 있겠지만..옛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일 

수도 있어..너무 상업적인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건물주들은 대체

적으로 장사하기에 급급해서..대로변 봐바.. 전부다 대기업위주로 되어있어..이렇게 되어버

리면 동네의 평판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상가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

에 저절로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거지.. 지금이라도 빨리 관리가 필요해. 대학로에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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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들이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해. 일단 사람들로 가득차 있잖아. 그래서 

대학로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미숙함이 느껴져. 최근에 대학로를 문화지

구로 설정했다는데..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 및 제한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더 무언가가 버려지기 전에 빨리 정부적 차원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 극장 

같은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조성되어있으니까..그것 자체로만 대학로라는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면 좋겠어.

2.2. 남성, 40대, 직장인

대학로에는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걷기위해서 찾아오곤 합니다. 걷다보면 대학 때 집사

람과 연애하던 추억이 들어서...그런 기분을 아이들과 함께하니 기분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변하긴 했지만..예전부터 봐오던 이 거리의 모습은..친숙함을 주곤 합니다.

서울의 높은 오피스텔 건물들이 가득차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여기 건물들은 낮기도 하

고, 예전부터 대학로는 붉은색 벽돌을 쓴 건물들이 많은데..이런 모습들을 보면..옛날에 살

던 집이 생각나서..굉장히 친숙합니다..최근에는 잘 볼 수 없는 것들이기에..오히려 독특하

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거리에 정말 다양한 가게들이 많아서..저와 집사람은 옛 생각

을 즐기기에 정말 좋고..우리 아이들은 그런 곳에서 또 나름의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서..가

족들이 대학로 나들이를 즐기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대학로하면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붐비면서..나름 수준 있는 거리 공연도 보고, 연극도 봐서 그런지..활기차고 자유분방한 거

리의 모습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서 예전만 못하다는 말은 어쩌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제가 듣

기로는 서울에서 대학로가 명동 다음으로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

다. 아마도 이 것이 방금 제가 말한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

니다. 예술이라는 건..아무래도 배고픈 직업 중에 하나인데..임대료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버

리면..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연기자들이나 극단관리자들은 아무래도 돈이 되는 연극만을 

무대에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연기자들에게 자유분방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는 소극장들이 몇 개 남아있긴 하지

만..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도로변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서..예전

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학로를 문화예술 지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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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는데..지하철 주변 보행로에 뭔가 손댄 것 같긴 한데..그런 것들 보다

는 공연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하면 공연문화인데..공

연문화가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변하게된다면 너무 아쉬운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 

대학로는 아마추어 연기자들이 열정으로 어설픈 연기를 하더라도..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

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면..가장 중요

한 것은 문화공간, 공연공간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일 테고..그리고 거리에는 소광장이나 거

리의 악사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에는 건물들이 거대해지기 시작하고..뭔가 예전 같지 않는 깔끔함? 때문에 그

런지..그런데 앞에서는 아무래도 거리의 공연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이던데

요....지금 마로니에 공원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리모델링하면

서 거리의 공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또 행정기관과 지역 

상권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대학로 공연장을 유지하거나 확충하기 위해서 물

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여성, 20대, 직장인

대학로는 젊은이의 거리, 공연문화의 메카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거리로 알고 있어

요. 대학로의 공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찾곤 해요. 대학로의 연극은 이게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저렴하고 다양해서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게 매력인거

죠. 야간에 보행로를 따라 흐르는 수로를 보면서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낭

만적이에요. 공연 보고서..거리나 좌판에서 목을 축이며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젊은 층이 이런 추억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활용한 야간 경관정비로 

좀 더 로맨틱한 거리를 조성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로는 마로니에 공원과 붉은 벽돌 

건물이 강렬하게 떠올라요.. 요즘 다른 곳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붉은 벽돌 건물은..이제 

대학로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대학로는 젊은이의 거리라는 명성에 걸맞게 생기

와 활력이 넘치는 거리에요. 다만 차와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아 뒤엉켜진 복잡한 거리,

과한 숫자의 유흥업소,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사람들 보면..불쾌하기도 해요. 대로변에 분

수와 수로, 열주 등을 두어 경관정비를 해두었지만 이용이 낮아 유명무실한 듯하다. 내부 

골목에도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대로변 경관조성에 많은 돈을 투자한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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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나름 정비는 잘되었는데, 이용자가 너무 많고 성숙되지 않은 시민의식(쓰레기 투

기, 점포 물건 내어두기) 등으로 복잡함을 가중시키는 듯.. 젊은이의 문화, 암튼 서울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유지 및 발전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소극장의 유지 및 부흥을 위한 문

화관련 재원의 투자,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 등의 이벤트 프로그램의 강화, 복잡한 경

관의 정비? 뭐.. 어느 정도 상가 주변정비만 되도 좀 덜 하려나.. 간판 같은거.. 아무래도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대학로의 정체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요. 이 동네도 물에 술탄 듯, 일반적인 서울의 거리로 변하고 있으니까..

2.4. 여성, 40대, 직장인

대학로에는 학창시절부터 연극공연을 보러 자주 왔어요. 대학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젊은이들이 가득한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거리에요. 대학로의 거리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고,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소극장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학로는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진 연극배우들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대학로거리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차서 많이 붐비는 편이에요. 대학

로는 대체적으로 평지로 되어있어서 걷기에는 편한 것 같아요.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면

서,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들을 보고 있자니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다만 자동차길과 사람이 다

니는 길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가끔씩 사람으로 붐비는 길에 차가 들어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도 위험하고..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걷

는데 불편함은 없지만..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행

자 우선인 도로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줬으면 좋겠네요. 참 방금 대학로를 걸으면서 이

곳저곳에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봤어요. 공사하는 규모를 보니 꽤 큰 건물들이 들어

가는 것 같던데..큰 규모의 극장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일까요?

최근에는 이미 대학로 거리 안에 큰 규모의 건축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러면..대학로의 느

낌은 안들 거 같아요. 예전의 대학로는 그런 깔끔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거칠지만 소극장도 많

이 있고, 사용하는 재질도 독특해서 분위기를 독특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그렇게 큰 규모로 

건물을 짓다보면 분명히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해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는 높아질 거

고..그렇게 된다면 소극장들은 유지하는데 힘이 들지 않을까요? 거리를 걷다보면, 길 벽이나 건

물 벽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연극 안내 팜플렛들은 길을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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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도 필요한 만큼만 배포하거나, 반드시 특정지역에만 팜플렛을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

다. 길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참, 또 거리에 너무 벤치가 없다는 게 대학로의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공연을 보기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작은 소규모 극장에 들어가면 발도 

제대로 못 구부리고 앉아있어서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걷다보면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을 찾고는 하는데..그래서 거리에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최대한 많이 설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로니에 공원 앞에 설치된 분수나, 공원 내 공연시설, 사랑티켓 매표소 

등에서 배부하는 소극장 안내지도 등을 보면, 대학로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북돋아주는 요소들

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미 없이 너무 많은 조각품들이나 예술품들을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한곳에 정비해서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리된 대학로를 즐길 수 있

을 것 같아요. 물론 마로니에공원은 대학로를 대표하는 공간의 하나로써 여러 사람들이 편안히 

여가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치된 공간 같다는 느낌도 받았었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

고 있으니..좀 더 공원 조경이나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이 청소년들에게 폭넓게 주어져서, 문화예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

도록 하면 좋겠고, 일부 공연에 지나친 호객행위에는 거북함을 느꼈습니다.

2.5. 여성, 30대, 직장인

연극이나 문화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름 자체에서도 풍기는 이미지처럼,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가보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꼭 

가보고 싶다고 꿈꾸는 곳이었고, 자주는 못 오지만, 올 때마다 젊은 층의 다양한 문화와 생

기를 기대하고 옵니다. 대학교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하고, 대학로라는 이름 때문인지, 조

금은 더 학구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가 들어요, 실험적인 문화공연이나, 거리예술가 들이 

많아요. 오래된 책방이나, 작은 스터디룸을 갖춘 카페들, 선술집들, 이런 가게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왠지 대학 다닐 때의 추억이 나서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게들에서 젊

은 호기에 술도 많이 마시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이제는 그런 모습들

이 저에게는 어색해져버렸네요. 추억이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예전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지금도 거리에는 벽돌건물이라던지..겉모습이 독특한 건물들

이 있어서..대학로의 젊음과 함께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건물들도 서

울의 도시화된 지역처럼 거대하거나 높지 않고..예전 주택에 살았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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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대학로에 오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로 거리는 특히 여자들에

게는 좋은 것 같아요. 길을 걷다보면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

서인지..그리고 카페들도 아기자기한 게 많구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학

로에 오면 친구들하고 연극을 보거나..먹을거리를 찾으려도 가끔씩 와요. 이곳의 음식들은 

조금 독특한 게 많은데..아무래도 대학로의 옛 정취를 즐기러 오는 7080세대들 때문에 복고

를 놓치지 않으려는 식당들이 몇 개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이색적이여서..

호기심삼아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가게에 들어가면..소품이라던지 인테리어들이 옛 모

습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은데..뭐랄까..현대적으로 해석된 복고? 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음식

들도 떡이라던지..약과라던지 전통 음식들이 나와서 여자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오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대학로는 너무 상업화 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많이 들어 왔고, 공연

도 코믹하고 상업적인 공연이 대부분이고, 거리는 술집으로 가득차서 왠지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듯 한 느낌도 들면서..공연 홍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서자마자 벗어나고 싶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학로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전히 

간간히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인거 같아요. 그나마 문화의 상징이었던 대학로의 명맥을 이어

주고 있죠. 아직도 젊은이들, 대학생의 거리라고는 느껴집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거리공연들과, 골목골목마다 빽빽하게 들어서있는 공연장들. 흥행이 되지 못해도 꿋

꿋이 공연을 열고 있는 예술인들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연을 지원하여, 흥

행이 되지 않더라도 실험적인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방이나, 소규모 예술작업 및 전시 

공간들을 마련하고, 거리공연 축제를 정기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2.6. 여성, 30대, 직장인

처음으로 대학로에 간 건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에요. 원래 대학로하면, 소극장이라고 

딱 떠오르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배우나 작품이지만 꽤 볼만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서 연극 보려고 대학로에 왔었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대학로를 문화예술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대학로를 왔을 때랑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뭔가 정말 진지한 문화라고 하면..지금은 좀 가벼운 듯 한 느낌? 열약

한건 사실이지만..뭐랄까..공연장은 작을 수도 있고..오히려 그게 장점이나 컨셉일 수 있으

니 뭐라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티켓부스를 보면 정말 심하죠. 반평이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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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요?? 그 좁은 곳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티켓을 팔아요. 보니까 생각보다 오랜 시간동안 들

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 티켓부스는 사실 건물의 일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냥 간이건물인거죠. 대학로 지역반경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메인거리가 다 인줄 알았는

데 성균관대 쪽으로도 더 넓고, 마로니에 공원 쪽으로도 작게 미술관이며 소극장이 있어서 

놀랐어요. 대학로의 작은 샵들 보면 오밀조밀한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대학로에

서 낙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벽화나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좋은 볼거리죠. 특이

한 점은 새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그 환경에 맞게 아이디어를 낸 작품들이에요. 계량기에 

색을 입혀 무당벌레처럼 칠했다던가 계단을 바라보는 시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던가.

그 장소에 적합하도록 변모한 작품의 형태가 좋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더 좋게 보였던 점은 

오랜 세월동안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던 대학로의 특색을 잘 살려보였기 때

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그림들은 쇼핑몰 한가운데 있는 벽화가 아니라 정말 예

술가가 사는 마을의, 예술가가 그린, 재밌는 벽화이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대학로를 

다녀오고 나서 난 솔직히 조각전공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실망했었어요... 문화적인 콘텐

츠들은 가격대비 알차다고 볼 수 있었지만..거리구성은 정말 별로였거든. 공공예술, 참여미

술, 예술거리조성 뭐 이런 것들이 한 때 붐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조각 작품들을 길거리에 

설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접 만져도 보고 작품을 즐기라는 목적

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계산이 덜 된 느낌이랄까??? 오래 전에 기사를 읽은 적이 있

는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방향 쪽 인도 있잖아요...거기 수로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사

람들이 거기에서 발도 담그고 뭐 이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참여미술이라고 생

각하고 만든거 같아요. 근데 밤에 버스를 타려고 우르르 뛰던 사람들이 헛디뎌서 넘어지고 

다치게 된거죠. 꽤 중상이었던걸로 기억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쇳떼박물관 들어가는 코

너에 타일조각으로 붙여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거 진짜 유명한 프랑스작가껀데..누군가

가 껌을 붙여놨더라구요. 그리구 배모양으로 된 작품... 너무 커서 길 다닐 때 너무 거슬리

구요! 거슬리는 거리 조형물들이 많아요. 유명한 작품이라면 왜 유명한지 어떤 사조에 어떻

게 기여를 한 작품인지 제대로 명시되어있다면 시민들도 더 깊이 있게 예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구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건 말 안해도 가본 사람들은 다 알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단순히 작품을 매입해서 설치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작가들을 프

로젝트 팀처럼 구성해서 설치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하고 수정 보안하고.. 게다가 전체

적인 분위기도 통일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학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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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은 너무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난 대학로하면 사물보다는 소나무가 떠올라요.

서울대병원 쪽으로 소나무거리가 있는데..왜 우리나라는 현대적이기만 하고 한국적이진 않을

까 생각한 적이 많은데 소나무 거리를 보는 순간 이거야! 하고 감탄했었어요.. 근데 후일담으

로 들은 얘긴데 조선송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가로수로 못 쓰이는 거였다더라고요. 암튼, 나

는 플라타너스 같은 외래종보다 소나무가 곧고 높게 뻗어있는 그 길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좋았어요! 심지어 낙엽이 침엽수니 얼마나 독특해요! 대학로도 의외로 한국적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공연밀집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생각해요. 하

지만 이 부분도 많이 퇴색되어가고 지금은 유흥을 위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

운 점이지만. 그래도 간혹 마로니에 공원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공연을 홍보하고 관객을 유치

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양한 개그공연 같은 게 많아서 그런

지 개그지망생들이 길거리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그럴 때보면 거리가 활기차지는 게 분위기

가 한층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공연장이 많다는 것? 눈으로 보이기엔 그다지 홍대나 대학로

나 비슷비슷했던 거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각 작품이 조금 놓여 있다는 것 빼고는...그

다지 문화예술지역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오히려 술집이 즐비하고 쇼핑을 하러 가는 곳 같

아요. 상업지구축소! 소비자의 편의로 생겨나기 시작한 여러 상점들이 이제는 정말 대학로를 

덮는거같아요. 사실 메인거리에 있던 극장이나 매표소들도 싼 임대료를 찾아 더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잖아. 지금 대학로에서 볼 수 있는건 수많은 전단지쓰레기와 커피숍뿐. 이젠 대학

로를 연극보러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압구정이나 신사동을 더 많이 가

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유흥을 즐기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과 대학로에서 약속을 

잡을 때마다 연극을 본다거나 공연을 즐기러 갔던 적은 거의 없어요. 맛있는 밥을 먹고 커피

를 마시고 술을 마시러가죠.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다양한 가격대와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 대학로로 가요. 연극은.. 전 신사동 가서 본답니다. 대학로의 극장들은 신사동에 비

해서 조금 낙후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낮은 건물들과 대학로 내부의 길의 균형이 잘 맞는

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하게 높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가게들이 아기자기하게 있어서 뭔가 친

근하다랄까요? 그래서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깐..한방에 모든 걸 해소할 수 있으니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문화생활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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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여성, 30대, 직장인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성대 학생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그와 만나면서 대학로에 많이 

왔었어요. 성대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공연도 보고 밥도 먹고..그때도 사람은 많았었

어요. 공연장도 많고. 어린 시절. 그때는 약간 공연장보다는 성대 도서관과 맛집이 저에겐 

더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공연은 학생들이 매번 가기엔 비싸니깐..대학로는 보통 마

로니에 뒤쪽 공연장 밀집지역을 돌거나, 혹은 새로 조성한 소나무길과 성대앞쪽 유흥가를 

돌아요. 아무래도 공연장 쪽이 더 매력 있어 보여요. 젊음과 낭만의 거리라는 게 머리에 박

혀있어요.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찾아간 이곳은 미지의 세계였기에 대학생에 대한 로

망과 함께 젊음과 패기, 그리고 대학생만의 낭만을 상상하기에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도 대학로에는 젊음과 낭만이 있었다. 처음 보는 것도 많았고, 처음 해보는 일도 많아요. 사

람이 참 많았고, 거리 곳곳이 이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골목, 골목 아기자기한 느낌이 

좋았어요. 거리의 노점상도 재밌었고, 작은 삔이나 귀걸이 같은 소소한 것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에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남자셋여자셋’이라

는 시트콤이 대유행이었는데 그걸 보며 로망을 키웠던거 같아요. 특히 여중여고를 나온 저

로써는 정말 신세계로 보였지요. 대학로의 즐거움은 저는 노점상이에요. 아무래도 귀걸이.

목걸이. 머리끈. 핸드폰 액세서리 등을 구경하기에 재밌잖아요. 싸고. 대학로는 주로 민들레

영토,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의대, 아르코미술관, 마로니에공원 등이 생각이 나요. 주로 

대학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들이죠...특히 민들레영토를 정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2000년

에도 있었는데 그때 거의 파격적 장소였거든요. 싸고. 획기적이고. 게다가 친한 친구가 대

학로 본점에 매니저라 정말 자주 갔어요. 놀거리 볼거리, 민토 지하에서는 영화상영도 되었

지요, 시간보내기 데이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민토는 항상 신나고 편한 이미지에요.

성대 자체는 반듯한 이미지, 아르코미술관은 친숙한 곳 그리고 적벽돌이 주는 이미지가 좋

은 것 같아요. 마로니에는 늘 사람이 북적이고 공연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죠. 아무래도 

대학로하면 공연이 떠올라요.. 그리고 실제로도 공연장이 많이 있어요. 마로니에공원 뒤쪽

으로는 공연장이 모여 있죠. 그런데 요즘은 뭐랄까..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공연을 하

는 극장들이 많이 죽어버린듯한 느낌이에요..대규모의 자본들이 대학로 내에서도 큰 규모

의 극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가는 바람에 다른 소극장들이 많이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한 강남일대에 큰 극장을 만들어서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버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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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지만 소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쾌감은 그런 극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게 사

실이죠.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면..정말 관객과 배우가 가까워요. 의자는 정말 불편하지만.

아니 심지어는 의자가 없이 바닥에 앉는 구조도 있지만. 숨 쉬는 소리까지 바로 들리고 입

김도 닿는 느낌. 그게 좋지요. 다른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특

히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등은 필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작은 요소들(가로시설

물 등)을 활용해서 지역만의 특색을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공연장에서 

젊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스케일에서 대학로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길 자체도 좀 재밌고요. 큰 타원형 길로 엮인 것도 전 좀 좋아해요. 친구랑 수다 떨며 걷다

보면 제자리로 오는 구조. 큰 타원형이 서로 나이테처럼 되어 있잖아요. 전 그게 좀 좋더라

고요.

2.8. 남성, 30대, 극단단원

대학로에 가면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 진풍경을 볼 수 있어서죠. 한 집 건너 하나씩 있

는 커피전문점이 있다는 것! 물론 이건 대학로만의 풍경은 아니에요. 한 집 건너 하나씩 각

종 카페들이 생겨 예쁜 메뉴판 글씨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어쩌면 대한민국 전체가 카페

로 도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건물들의 소재들이 독특하다는 점이에요 다들 

알다시피 혜화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샘터건물을 대표로 대학로 내부에는 붉은 벽돌로 지

어진 건물들이 꽤 있어요. 마로니에 공원 앞에 있는 건물도 그렇고. 이런 붉은 벽돌을 이용

해서 건물을 짓는 건 예전의 트렌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대학로에서 붉은 벽돌

로 만들어진 건물을 보면 굉장히 친근감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들이 다양한 형태

로 되어있는것들도 있어요..그런 것들을 보면..대학로의 분위기와 만나 독특함을 줍니다. 하

지만 너무 다양한 형태 때문인지..복잡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대학로의 

거리는 특성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문화예술지역이라고 특별할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오가면서 보는 소극장들이 전부 아닐까요? 예전처럼 사람들

이 적어서 거리에서 공연을 자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대학로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소극장이 많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소극장만 140개가 넘는다니까 엄청나게 제 경쟁자들이 

많은 거지요....최근에는 큰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

요. 저기 공사하는데 보이죠? 대학로는 여러 가지 소극장들로 터져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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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대극장, 예술극장, 동숭아트센터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100석 내외의 소극

장인데.. 처음 대학로를 와본 사람이라면 역시 소극장에서의 현장감과 배우들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아 이래서 역시 대학로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에요. 이런 곳을 거닐면 나도 한 가

닥 예술 좀 아는 것 같고 영화 보는 것과는 그래도 차원이 좀 더 있는 듯 한 살짝 우쭐한 

기분도 들죠. 하지만 텅텅 비어 울고 있는 공연들의 속사정을 안다면 마음이 짠해질거에요.

그래서인지 거리에는 한 손엔 수십 장의 공연 전단을, 한 손에는 요약한 작품 소개와 공연 

단가를 적어 코팅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앳된 얼굴로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공연 소개도 하고 공연료를 깎아 주고 심지어 작품평까지 하며 

관객몰이를 하는데요. 관광명소나 국립공원 입구를 지날 때마다 막걸리 한잔 하고 가라며 

자신의 식당으로 열심히 안내하는 아줌마들처럼 큰소리로 때론 등 뒤에서 슬그머니 공연보

세요! 뭐 보실래요! 이거 재밌어요! 얼마에 해 드릴게요! 어김없이 내게로 와서 묻어요. 그

런데 제가 배우예요 하면 바로 돌아서 버리죠.. 저도 배우지만..가끔씩 너무 심하게 호객행

위를 하는 삐끼들을 보면..좀 불쾌할 때가 있어요. 얼마전일인데..연극에 관련된 기관에서 

삐끼들을 고용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극장을 상대로 연극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소송을 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는 정말 아차 싶더라고요. 이제 제살 깎아 먹는 짓을 우리들끼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거 하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150

에서 많이 버는 애들은 300까지도 번다네요..배우인 저보다 더 많이 버는거에요. 요즘 연기

자들은 대학로에서 정말 힘들어요. 세들어있는 건물들의 월세는 계속 높아져만 가고..대학

로하면 저렴하게 연극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극단에서도 쉽사리 관람료를 올릴 수

도 없고..또 올리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두렵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코믹물 위주로 연극을 제작해서 공연하는거에요..최근 대학로에는 예

전처럼 진지한 연극작품보다는..코믹물이나..성인물들..그 교수와 여제자 아시죠? 전라로 연

기하는..요즘에는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로 가득차 있어요. 그래야 관객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고..그나마 저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대중들이 복잡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은 

안 보니까 안 만들고, 안 만드니까 안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에요. 사는 것도 복잡한데 

연극 보러 와서도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관객과 연결되는 홍보와 마케팅이 거대한 상업 덩

어리와 맞물려 있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다보니.. 웃기는 연극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합니

다. 대중들의 생각하기 싫은 경향이 연극에도 적용되는 거죠. 아무리 가벼운 공연이라도 풍

자와 해학이, 그 안에 예술철학이 담겨 있다면 덜 씁쓸할 텐데. 대학로의 풍경은 예술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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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관객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대학로 내에 물밀 듯이 들어오는 상업화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연들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걱정스런 마

음이 복잡해요.. 뭐 저도 모르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그렇지만 또 대학로

만큼 우리 연기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딴

따라다보니까..거리를 걷다가도 마음 내키면 즉석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즐거워하는 관객이 있다는 것..그리고 그들이 쳐주는 박수를 들으며..소통할 수 있

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인지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은 볼거리가 즐

길 거리, 먹거리가 많고 다양하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2.9. 남성, 50대, 극단운영

대학로에서 10년 정도 연극배우로서..지금은 함께 공연을 했었던 친구들과 연극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대학로는 우리 연극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망의 대상이었어

요. 그래서 이곳에 진출해서 연극을 하면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 지금이나 거리를 걸으면 고향같이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건물들..그리고 요즘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그렇다하더라도 걷기에 무난한 너비를 가

지고 있는 길들이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는 대학로는 제2의 고향이

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그리고 길거리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활기찬 느낌이 

돕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항상 저희 같은 공연쟁이들이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공연을 하곤 하는데..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주는 것을 우리의 낙으로 

살아왔습니다. 요즘 대학로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후부터..건물세가 너무 올라서 경영난에 허

덕이고 있어요. 티켓을 팔고..연극을 하고나면 남는게 있어야 하는데..남는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극단 운영하는 사람들은 죄다 힘들다. 망했다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

극 공연 소극장들이 나가 떨어져버리는 현실이 너무 안쓰러워요. 배우 김갑수씨가 운영하는 

연극만 생각하고, 진정한 배우들을 위한 극장이라고 말하는 소극장인 배우세상마저 경영난

에 치이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나마 명맥을 지

키는 삼일로 창고극장의 미래도 불투명 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상황을 가속화한 것

이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나서라는 생각이에요. 대학로 본연의 모습인 문화거리가 사라졌다

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비싼 임대료 때문에 소극장 대표들은 대학로에



                                                    

- 175 -

서 영업하기가 어려워졌고, 정부에서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소극장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보호 조치 등을 마련했지만 너무 부족한 지원이죠. 마로니에 공원 쪽이 대학로 문

화지구로 지정되며 그 지역에는 노래방이나 술집 등 유흥 놀이 시설 신규 입점이 불가능해

졌지만, 연극 업체들은 문화지구 지정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연극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해요.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일종의 돈이 되는 공연을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

됐고, 개그콘서트나 성인용 연극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죠. 연극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

는데..관객들은 그런 공연에 환호를 하고 실제로 티켓파워가 있으니깐..결국은 제살깍아먹는 

짓이에요..대학로의 연극의 질이 많이 떨어진 이유인거죠. 저희같이 공연을 하는 사람의견과

는 반대로..대학로의 건물주들은 문화지구 지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

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요. 문화지구로 지정되서 시행된 제한사항 때문에 건물 

증축도 하지 못하고 임대료 사업도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그들은 소극장을 꺼리지만 대학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예전에는 

이런 입장들을 모두 취합해서 대학로의 발전을 위해서 상의하곤 했지만..서로의 이윤만 주장

하다보니..발전적인 논의는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대학로에 대한 여러 가

지 말이 있긴 하지만..공연문화가 대학로의 정체성이자 인구유입의 원인이라는 걸 완전히 부

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남아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종로구에서 문화지구로 지정한 김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연극을 만들 때 좀 더 양질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던지.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한계가 있을거에요. 대학로는 연극극장뿐만 아니라 거리를 걷다보면..시설이 좋은 상

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테리어가 이쁘고 아기자기하니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어쨌든 대학로는 사람들이 줄거나 장사가 안 된다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에

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더욱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아. 또 생각

나는 건..대학로에도 인사동에 있는 쌈지길처럼 뭔가 대학로의 정체성에 적당한 랜드마크가 

생기게되면 좋겠습니다. 대학로 정체성에 맞는 확실한 랜드마크가 생긴다면..정체성과 상업

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0. 남성, 50대, 부동산중개업

저는 10년 정도 대학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의 대학로는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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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대학로였던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가면서..호기도 부리고, 연기자들은 호

젓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그걸 보는 젊은 학생들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대학로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대학로는 많은 부분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많이 비싸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다보니..대학로내의 

투박하게 느껴졌던 상점들이 깔끔한 대기업 직영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로 많이들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가 임대료도 크게 올라가게 됐고. 대학로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 

명동보다 임대료가 높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대학로의 개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들 하

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소극장에서의 공연들은 임대료나 경제적인 여건

이 되지 않아서 그 어느 번화가에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에게 밀려나고, 프랜차이즈

들이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득차고 있으니... 그래서 10여 년간 대학

로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대학로의 변화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순수하게 공

연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의 거리였던 대학로는 서울 시내에서 비싼 길 중에 하나가 됐습니

다. 대학로 상권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주요 고객층의 동향이나 트렌드 변화 등을 

감지하는 가게인 안테나숍들이 많이 들어서서입니다.. 수익성보다 홍보나 마케팅, 자료 수

집 등이 목적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안테나숍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그게 대학로에 

다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로는 하루 유동인구가 10만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연

령층이 10~40대가 주축이라서 기업들은 이곳에 안테나숍을 만들어서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거죠. 길을 걸으시면 1호점이 많이 보이실텐데 이 때문에 1호점들이 많은 이윤거

죠. 유행에 민감한 젊은 계층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 중 하나인 대학로는 대형 프랜차이

즈나 대기업 직영 매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입점을 고려하는 곳이고, 경쟁하듯 상권에 진입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상대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상가 매매가격이나 임대료 등도 오르게 된 거죠. 임대료 인상의 첫 시작이 아마 2000년도에 

들어선 스타벅스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스타벅스가 흥사단 자리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흥사단 쪽에서 해외 상업업체란 이유로 입점을 반대했었지만 스타벅스 측에서 비싼 임대료

를 제시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고 그 이후 대학로 임대료의 기준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도 대학로 임대료를 정하는 게 기업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대학로의 ‘토박이’들이 떠나가는 것도 바로 상가 매매가격 상승의 한 원인입니다. 대학

로는 예전부터 배짱 없는 사람들은 텃세 때문에 장사를 못할 정도로 토박이들이 강한 곳이

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박이들이 최근 들어 점점 대학로 건물을팔고 떠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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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대학로 자리가 서울대 문리대 자리였던 만큼 대학로 건물주는 서울대와 관련된 사

람이라든가 공연 연극계 종사자들이 많아 임차 안정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물주들이 바

뀌면서 임차 안정성보다 비싼 임대료를 얻을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고 그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인거죠. 어렸을 때부터 대학로를 보고 자랐던 제 딸은 예

전에는 프랜차이즈보다 작고 독특한 가게들이 많아 놀러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

로만의 색깔을 느끼기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점은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문화지구로 지정되서 건물의 신축이나 확장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제한적이에요. 건물 높이나 면적 등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진행되는데..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몰리다보니 자연스럽게 거래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

즘 대학로는 거리마다 상가들이 들어차고 있어서..이제는 오프 대학로 상권에 비싼 임대료

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연극 업체들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혜화동로터

리 위쪽에 있는 곳인데 한성대 쪽으로 가는 길 뒤쪽으로 소극장과 작은 카페들이 많이 모

여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예전의 고즈넉했던 대학로의 느낌이 나서 가끔씩 가족들끼

리 산책가곤 합니다. 대학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으면..지금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소극

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보호조치 등을 마련해서 지원해주고는 있지만..이런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정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1. 남성, 30대, 직장인

대학로에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남아서 거

리를 걸으면서 대학로의 거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항상 무언가 거쳐 가는 곳이었

던 것 같습니다. 연극을 보기위해 거쳐 가는 곳..학교에 가기 위해 거쳐 가는 곳..그래서 그런

지 대학로 거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자 친구와 대학로를 걸으면서 데이트를 할 때는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아기자기한 모습에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걷다보면..작은 규모

의 액세서리 가게라든지...커피숍들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런 아기자기한 모습이 좋아보

이더라구요. 이렇게 걸어 다니긴 했지만..대학로는 어디를 특별하게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로 거리의 모습은..많은 공연장이라는 인상은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이 공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공연을 보고 나와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그것조차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마치 다른 곳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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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식당일지라도 그것이 대학로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식당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일상적인 경험이 대학로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

습니다. 결국 공연이 핵심이 되겠네요.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로를 좀 더 활성화시

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로니에공원은 자유분방함이 느껴졌다. 뭔가 젊음의 자유분방

함..거리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예술 행위..물론 B급 예술이었지만..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던지..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돈도 받지 않고..자기가 즐거워서 공연하는 사람들

이라던지..이런 모든 것들의 아우라가..젊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2.12. 남성, 30대, 직장인

대학로에서는 다양한 축제를 많이 해서 즐거워요. 거리공연도 다양하게 많이 하구요.

지하철을 나서자마다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서 보이는 다양한 조형물은 거리 풍경에서 갑자

기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독특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공원 앞에 익살스럽게 생긴 건물

은 공연 안내소로 사용하고 있고, 위에서 공연을 하는 마로니에 야외무대로 설치되어 있는

데, 그곳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끼를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

를 이룹니다.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구요. 그 모습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무대의 거리공연 감상하는 장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멋

진 라이브도 즐기며, 좋은 연극도 관람할 수 있는..흥겨운 대학로라고 할 수 있어요. 마로니

에 공원은 예전에 서울대학교 문리대하고 법대가 관악산으로 캠퍼스를 옮긴 후 그 자리에 

조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로니에 공원의 고목들을 보면서 전통성마저 느

끼게 됩니다. 가끔씩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있으면 가끔씩 공연 홍보를 위해서 흥미로운 캐

릭터들이 들어와 재미를 더해줍니다. 마로니에공원에 김상옥 열사의 상이라든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들은 옛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

제와 처절하게 싸우다 조국을 위해서 운동하다 순절하신 엄중함도 느껴지고요. 젊음으로 

활짝 핀 활기 넘치는 대학로거리에는 항상 미소가 넘쳐나고..대학로는 문화지구로 지정되

어 많은 소극장 문예회관 공연장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로를 대학로스

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 아닐까요. 대학로는 복잡하지만 싫지 않게 느껴지는 건..길가

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분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 

상쾌해집니다. 한편..대학로는 점점 상업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극장 홍보를 위한 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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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건물들이 대형화되면서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은 대학로의 분위기와는 조

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들이 점점 대학로에 채워지게 되면..돈 없는 대학

생들은 대학로의 즐거움을 즐길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대학생들이 찾기 어려운 

곳이 될 테고..그러면 이곳이 대학로로서의 자격이 있는 걸까요?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관리

하는 거라면..이런 업종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읽었는

데..대학로와 마찬가지로 인사동도 문화지구라고 들었는데..인사동에는 앞으로 화장품 브랜

드숍은 들어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대학로에도 업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하더

라도..대학로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내부의 길을 조금 걷기 

편한 소재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서 가끔씩 차라

도 마주치게 되면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학로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문화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걷기 편한 거리

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2.13. 남성, 30대, 직장인

대학로에는 가끔씩 사진을 찍으러 옵니다. 대학로의 길들은 굉장히 독특한 요소들을 많

이 가지고 있거든요. 붉은벽돌로 된 건물이라던지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외국 어디엔가 있

을 것 같은 건물들도 보이구요. 무튼 정말 다양한 건물들이 서로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곳

이 대학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옵니다. 대학로의 거리는 항상 뭔지 

모를 활력이 넘치는 길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느낌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있겠지

만..대학로가 지니고 있는 공연예술이라는 타이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길거리 공연하는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지만..대학로에 가면 항상 거리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항상 기대하게 되고. 그런 기대감이 거리를 걸으면서도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씩 여자 친구와 공연을 보러오기도 합니다. 대학로의 극장에서

는 매일같이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극장 100여개가 대학로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모두를 보기에는 앞으로 한참 

남았죠. 그래서 대학로는 항상 기대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공연을 보고나서 대학로 내에 있

는 맛집들을 찾아가고..뭔가 미로를 탐험하게 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

에 대학로 지도를 보니깐..길이 한 바퀴 돌게끔 되어있더라구요. 처음에는 얼마나 헤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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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금은 그마저도 즐거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대학로 거리를 걷다보면은 공사를 

하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매일같이 바뀌는 가게들과 술집들이 가득차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로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건물필지들을 

합치고, 큰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면 월세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소극장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될 테고..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공간이라

도 허락되면 공연을 하려고 할 텐데..이런 대규모의 재건축은 대학로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상점들이 사라져가는걸 보면..안타까워요. 공

연들이 많긴 하지만..상업성이 짙은 공연들만 잘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건 아무래도 다양성이 중요한데..예술성 있는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쉽다보니..공

연 제작자들도 예술성보다는..재미있는 개그 쪽으로만 계속 작품을 만들고 공연하는 것 같

아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로에서 한 가지 또 아

쉬운건..도로가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걷는 차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거에요. 그

래서 가끔씩 차가 들어와서 길을 막기 시작하면..금세 혼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2.14. 남성, 30대, 카페운영

안녕하세요, 대학로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 카페를 열게 된 

계기는 일단 대학로가 지니는 활력이 저를 이곳에 자리 잡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

는 자신의 연기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뭔가 자유분방한 느낌이 이곳에 카페를 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가게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전 이정도의 사이

즈가 대학로의 분위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대학로의 

모습은 다양한 가게들이 서로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작으면서도 특

성이 있는게 더 맞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는 단골손님들은 저희 카

페가 작아서 인지 굴속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지만..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점과는 다르게 

뭔가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로의 거리는 낮에는 정말 한적해서 걸을 맛이 나고, 오후

에는 서서히 몰리는 사람들이 공연이나 식사하기 위해서 모이면 또 나름 걸을 맛이 나고,

저녁에는 술집이나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과 화려한 거리의 네온사인 덕분에 또 걸을 맛이 

나는 곳이에요. 대학로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대학로를 문화와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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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저는 카페의 메카다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의 카페들이 곳곳에 퍼져있어서 나름의 독특한 특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연극, 갖가지 공연과 음악뿐만 아니라 카페와 문화로도 가득 차있는 대학로입니다. 이런 것

들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대학로는 문화와 젊음의 거리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게 되는 것 같

습니다. 최근에는 대학로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졌어요.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어요.. 그나

마 저희 가게는 사이즈가 작아서 큰 타격을 조금 피해보긴 했지만. 규모를 좀 크게 시작했

던 가게들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로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극장들이 

점점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공연할 수 있는 극장들이 사라지게 되면 대학로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될 테고..그러면 저절로 저희 카페에도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게 뻔해요. 어쩌면 

저희도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도 있겠죠.. 요즘에 대학로를 대상으로 종

로구에서 관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길가에는 조형물도 

많이 들어서고 했지만..사람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형태도 웃긴 게 많아서 치워져버리

는 것 같았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행정을 도와줄게 아니라 이곳의 임대료 안정이라던지..

공연문화시설의 확충이라던지..소극장의 관리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공연에 대한 지원 등

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곳의 분위기를 흐리는 

가게들에게 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대학로에 오는 것은 이곳을 점유

하고 있는 상점들에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점들 중에서 공연

문화가 키워드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거구요.

2.15. 여성, 20대, 직장인

고등학교 때나..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 대학로 위치가 서울에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각 학교

에 서로 다르게 진학했던 친구들이 모이기 딱 좋은 위치였어요. 그 후에 몇 년간 못 와봤다가.

오랜만에 대학로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와보니까..새롭고 신기한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여전

히 거리의 자유롭고, 활기찬 기운은 그대로 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거리에

서 펼쳐지는 거리공연은 아마도 이런 기운을 좀 더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대학

로에 오면..항상 학생들이 많고 젊은 느낌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대학로에 오면..생동감이 넘치

고. 뭔가 젊은 느낌이 나죠. 대학로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젊음과 예술 그리고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대학로에는 수많은 소극장이 있어서 공연을 골라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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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에 오면 주로 공연을 보게 되요. 거리에 붙어있는 포스터나 호객하는 사람들이 꼭 공연

을 봐야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각 대학의 예술학과 건물이 모여 있는 것도 색다른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물론 대학로에서는 연극을 빼고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요. 대학로가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코스라고 하는 이유는 연극 말고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거리를 걷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기로 

약속을 잡으면..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대학로에 도착해서 한참을 걸어서 돌아다녀요.

그 사이에 저는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아요. 거리에는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정말 많아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즐기곤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으면..건

물들이 정말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샘터같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뿐만 아니라..유럽풍의 

건물이라던지. 무튼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많아서 건물 구경 다니는 것도 한참 걸

려요, 아- 그리고 대학로에 가면 친구들과 가끔씩 가는 곳이 쇳대박물관과 로봇박물관이에요.

쇳대박물관은 전통자물쇠나 독특한 자물쇠를 주제로 한 박물관인데요. 자물쇠뿐만 아니라 농

기구라던지, 가구라던지..민속품이나 공예품들을 소장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 

눈요기하기 정말 좋습니다. 로봇박물관은..저도 잘 모르지만..뭔가 신기하고..다양해요.. 남자친

구가 특히 좋아해서 들리곤 합니다. 대학로에서는 길거리 공연과 마로니에 공원 그리고 귀엽

고 예쁜 소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대학로의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산

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마로니에 공원은 사람들의 일상을 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꽃과 나무가 있는 자연의 경관도 물론 아름답지만. 딱딱한 건물들 사이에 사람들이 숨 쉬는 이

런 숲이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무와 사람들로 위요되었다는 느낌

에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대학로도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건물들은 서로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이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임대문의 안내판은..몇 달이 멀다하고 업종들이 계속 바뀌고 끊임없이 변화해버리고 있

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현재의 홍대랑 같은 전처를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홍대에

도 예전엔 인디밴드들이 활동하는 클럽들이 정말 많았는데..점점 경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

면서..지금의 홍대는 지저분한 술집들로 가득해져버렸죠..그래서 요즘에는 홍대에는 자주 안가

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로도 점점 개발되고 임대료가 비싸지게되면..극단이 어려워질 텐데..극

단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현재 문화예술의 느낌을 유지 해왔

던 것은 소극장들인데, 점차 그 소극장들이 대형화 되어서 강남으로 가거나, 더 저렴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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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로 심층인터뷰 내용분석표

2.1. 공연ᆞ예술문화의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마로니에 공원 앞에 설치된 분수나, 공원 내 공연시설, 사랑티켓 매표소 등

에서 배부하는 소극장…, 대학로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북돋아주는 요소….]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서 보이는 다양한 조형물은 거리 풍경에서 갑자기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독특한 착각…. 공원 앞에 익살스럽게 생긴 건물은 

공연 안내소로 사용….][…마로니에 공원과 붉은 벽돌 건물이 강렬하게 떠올

라요. …붉은벽돌 건물은 이제 대학로의 상징….][…건물들이 다양한 형태….

…대학로의 분위기와 만나 독특함….][…샘터같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

물…. 유럽풍의 건물….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다양한 건물

들이 서로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곳이 대학로….][대학로의 거리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편안한 분위기….][마로니에 공원은 사람들의 일상…. …딱딱한 건

물들 사이에 사람들이 숨 쉬는 이런 숲이 있다는게 너무 아름답다…. …나무

와 사람들로 위요되었다는 느낌에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

공연ㆍ예술
문화의 장소

[젊은이의 거리, 공연문화의 메카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거리…. 대학로의 

공연은…저렴하고 다양해서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게 매력….][…연극

을 관람하기 위해…. …대학로하면 소극장….][…소극장 100여개가 대학로내

에 위치….][공연밀집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색….][대학로는…역시 소극

장…. …큰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젊

음으로 활짝 핀 활기 넘치는 대학로거리….][마로니에공원 뒤쪽으로는 공연

장…. …관객과 배우가 가까워요. …숨 쉬는 소리까지 바로 들리고 입김도 

닿는 느낌….][…소극장에서의 현장감과 배우들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문화의 

발전

[젊음과 낭만의 거리…. …젊음과 패기, 그리고 대학생만의 낭만….][…젊음

과 예술 그리고 공연…. …각 대학의 예술학과 건물…색다른 느낌….][…활기

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거리…][…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진 연극

배우들이 있다는 기대감….][…마로니에 공원에서 여전히 간간히 이루어지는 

거리공연….][다양한 축제…. 아마추어무대의 거리공연 감상하는 장소, 가족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멋진 라이브도 즐기며, 좋은 연극도 관람할 수 

있는 흥겨운 대학로….][…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거리에서 펼쳐지는 거

리공연은 아마도 이런 기운을 좀 더 북돋아주는 역할…. …항상 학생들이 많

고 젊은 느낌의 거리…. …생동감이 넘치고. 뭔가 젊은 느낌….]

언제나 볼 
수 있는 
거리공연

부록_표 28. 공연ᆞ예술문화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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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건물들…. …걷기에 무난한 너비….][…마음이 차분해지

는 것 같습니다.][낮은 건물들과 대학로 내부의 길의 균형이 잘 맞는다…. …

가게들이 아기자기하게 있어서…친근…][작은 샵들 보면 오밀조밀한 분위

기….][…스케일에서 대학로를 느낄 수 있어요][…거리 곳곳이 이쁘다는 생

각…. 특히 골목…아기자기한 느낌….][…가게는 굉장히 작아요. …이정도의 

사이즈가 대학로의 분위기에 어울린다. …다양한 가게들이 서로의 개성을 발

휘하고…. …작으면서도 특성이 있는게….]

가로의 
너비와 

가로변 저층 
건축물과의 
비율에서 
시각적으로 
균형감,

안정감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걷다보면 대학 때 집사람과 연애하던 추억….][예전에는 이런 가게들에서 젊

은 호기에 술도 많이 마시고 사람들하고 대화…. …추억이 되어버린 거죠. 그

래서 예전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이곳의 음식들…대학로의 

옛 정취를 즐기러 오는 7080세대들 때문에 복고를 놓치지 않으려는 식당들….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이색적이여서 호기심삼아서 찾아가는 것 같아

요. 그런 가게에 들어가면 소품이라던지 인테리어들이 옛 모습을 상기시켜주

는 것…. …현대적으로 해석된 복고…음식들도 떡이라던지, 약과라던지 전통 

음식들이 나와서 여자친구들끼리 재미삼아 오면 좋은 것 같아요][…오래된 책

방이나, 작은 스터디룸을 갖춘 카페들…왠지 대학 다닐 때의 추억이 나서….]

70-80년대의 
특성을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판매하는 
음식

[…70-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옛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일 

수도….][…친숙함….][…대학로는 붉은색 벽돌을 쓴 건물…, …옛날에 살던 집이 

생각나서 굉장히 친숙…. …독특하기도….][…고향같이 포근한 느낌….][…대학로

에서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굉장히 친근감….][…붉은 벽돌로 된 건물…

예전에 살았던 동네 주택가들이 생각나기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70-80년대의 
주택가의 

모습 회상할 
수 있는 

붉은 벽돌로 
된 건축물

부록_표 29.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매개적 장소

2.3. 공연․예술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적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대학로를 문화와 젊음의 거리…카페의 메카…. 소규모의 카페들이 곳곳에 

퍼져있어서 나름의 독특한 특성을 발휘….][…영화와 연극, 갖가지 공연과 음

악뿐만 아니라 카페와 문화로도 가득 차있는 대학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

으로 됐을 때 대학로는 문화와 젊음의 거리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맛집…. …대학로의 즐거움은…노점상…. …귀걸이. 목걸이. 머

다양한 
공연․예술
문화 시설과 

다양한 
패션관련 
소품을 
판매점

공연․예술
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적 장소

부록_표 30. 공연․예술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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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리끈. 핸드폰 액세서리 등을 구경…. 싸고. 작은 삔이나 귀걸이 같은 소소한 

것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작은 규모의 액세서리 가게…. …아기자기

한 모습….][…뭔가 신기하고, 다양….]

다양한 
공연․예술
문화 시설과 

다양한 
패션관련 
소품을 
판매점

공연․예술
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적 장소

부록_표 30(계속)

2.4. 공연․예술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적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술집 천지…대학로는 지저분한 느낌…. 굉장히 복잡….][…많은 술집들

이 대학로의 모습을 병들게 하는 것….][…도로변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게들…. 예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지금은 유흥을 위

한 장소….][…홍대나 대학로나 비슷…. …술집이 즐비하고 쇼핑을 하러 가

는 곳….][…대학로는 점점 상업화…. 극장 홍보를 위한 삐끼들…. 건물들

이 대형화…프랜차이즈 커피숍…어울리지 않다….][…큰 규모로 건물…상

업적인 용도로 활용해야…. …임대료는 높아질거고 …소극장들은 유지하

는데 힘이 들어….][…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소극장들을 보호하기 위

해 임대 보호 조치 등을 마련…부족한 지원…. 마로니에 공원 쪽이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되며 그 지역에는 노래방이나 술집 등 유흥 놀이 시설 신

규 입점이 불가능해졌지만, 연극 업체들은 문화지구 지정 규모가 너무 협

소해서 연극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대학로의 개성은 점

점 사라지고 있다…. …임대료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프랜차이즈

들에게 밀려나고…. 순수하게 공연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의 거리였던 대학

로는 서울 시내에서 비싼 길….][…임대료가 …높아져버리면. 극단에 소속

되어 있는 연기자들이나 극단관리자들은 아무래도 돈이 되는 연극만을 무

대에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연기자들에게 자유분방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종과 술집 

등의 
현대소비문화
관련 업종의 

증가

획일적인 
현대소비문
화의 재현적 

장소

부록_표 31. 획일적인 현대소비문화의 재현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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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업적 공연ᆞ예술문화의 생산적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지금은 좀 가벼운듯한 느낌…][…코믹물 위주…. …코믹물이나 성인물들 …

자극적인 소재…. …가벼운 공연이라도 풍자와 해학이, 그 안에 예술철학이 담

겨 있다면 덜 씁쓸할 텐데…. …가장 큰 원인은 대학로 내에 물밀 듯이 들어오

는 상업화에 의한 결과….][…극단 운영하는 사람들은 죄다 힘들다. 망했다….

연극 공연 소극장들이 나가 떨어져버리는 현실…. …건물세가 너무 올라 경영

난…][…문화지구로 지정…제한사항… 임대료 사업도 어렵다…. …소극장을 

꺼리지만 대학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 …장사가 

안 되니까 일종의 돈이 되는 공연을 하자는 분위기…, 개그콘서트나 성인용 연

극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상업성이 짙은 공연들만 잘되는 것도 문제….]

코믹물이나 
성인물 등의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한 
상업적인 
공연․예술

문화

상업적 
공연ㆍ예술
문화의 

생산적 장소

부록_표 32. 상업적 공연ᆞ예술문화의 생산적 장소

2.6. 장소성 형성 의미의 확장의 장소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거리마다 상가들이 들어차고 있어서…오프 대학로…상권에 비싼 임대

료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연극 업체들이 새로운 상권 형성…. …소

극장과 작은 카페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전의 고즈넉했던 대학

로의 느낌….]

고유한 
공연ㆍ예술
문화 특성 
관련 업종의 

이동 

장소성 형성 
의미의 

확장의 장소

부록_표 33. 장소성 형성 의미의 확장의 장소

2.7. 대학로의 장소성 형성 의미 개선방안

1) 물리적 요인 개선방안

① 건축물 규모의 제한: 소규모 개발 지향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건물들이 거대해지기 시작…. 예전 같지 않는 깔끔함…. 그런 곳 앞에서

는 아무래도 거리의 공연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이던데

요.][…다양한 형태 때문인지 복잡….][…매일같이 바뀌는 가게들과 술집들

이 가득차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로의 정체성이 사라져 가는게 아닐까….

공사를 하면서 건물필지들을 합치고, 큰 규모의 건물….]

대학로의 
장소특성과 
이질적인
건축물 
규모의 
대형화

건축물 
규모의 제한:

소규모 개발 
지향

부록_표 34. 대학로 물리적 특성 개선방안_건축물 규모의 제한: 소규모 개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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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체성을 고려한 가로조성계획: 랜드마크건축물 조성, 야간경관계획, 가로정

비계획, 녹지계획, 가로시설물계획 등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대학로에도 인사동에 있는 쌈지길처럼 뭔가 대학로의 정체성에 적당한 

랜드마크가 생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대학로 정체성에 맞는 확실한 랜드마

크가 생긴다면 정체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일반적인 

서울의 거리로 변하고 있으니까…][…대학로의 거리는 특성이 없는 게 사

실…. 특색있는 건축물 필요….][…야간 경관정비로 좀 더 로맨틱한 거리를 

조성….][복잡한 경관의 정비…간판 같은거.][…내부 골목에도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마로니에공원은 대학로를 대표하는 공간… 공원 조경이

나 관리가 이루어졌으면….][…길 벽이나 건물 벽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연

극 안내 팜플렛들은 길을 너무 지저분…. …필요한 만큼만 배포…, …특정

지역에만 팜플렛….][의미없이 너무 많은 조각품들이나 예술품들…. …관리

가 너무 소홀….…작가들을 프로젝트 팀처럼 구성해서 설치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하고 수정 보안…. 전체적인 분위기도 통일….]

특색 없는 
가로와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환경조형물
의 관리 및 
조성 필요

정체성을 
고려한

가로조성계
획

부록_표 35. 대학로 물리적 특성 개선방안_정체성을 고려한 가로조성계획

③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분리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길을 조금 걷기 편한 소재로…. 지금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서 

가끔씩 차라도 마주치게 되면 아찔한 순간…. …걷기 편한 거리….][…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걷는 차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거에요….]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 
걷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가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분리

부록_표 36. 대학로 물리적 특성 개선방안_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차분리

④ 거리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대학로는 아마추어 연기자들이 열정으로 어설픈 연기…그 모습을 공유

하면서 형성되는 즐거움이 가장 중요…. …문화공간, 공연공간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마로니에 공원이 리모델링… …거리의 공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문화공연을 지원하여, 흥행이 되

지 않더라도 실험적인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방이나, 소규모 예술 작업

거리공연 
공간의 부족

거리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부록_표 37. 대학로 물리적 특성 개선방안_거리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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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및 전시 공간들을 마련하고….][…공연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에 치중

했으면….][…공연장은 작을 수도 있고..오히려 그게 장점이나 컨셉일 수 

있으니 뭐라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리공연 
공간의 부족

거리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부록_표 37(계속)

2) 사회․문화적 요인 개선방안

① 업종의 제한 및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의 다양화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너무 상업적인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대로변…전부다 대기업

위주…. …일반적인 상가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 …저절로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거지…. 지금이라도 빨리 관리가 필요해.][…용도를 제한하는 것

이 제일 중요…. 특히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등은 필히 제한…. …(가로시설

물 등)을 활용해서 지역만의 특색을 담는 것….][상업지구축소! …사실 메

인거리에 있던 극장이나 매표소들도 싼 임대료를 찾아 더 안으로 깊이깊이 

들어가잖아. 지금 대학로에서 볼 수 있는건 수많은 전단지쓰레기와 커피숍

뿐….][…분위기를 흐리는 가게들에게 제제…. …다양한 상점들 중에서 공

연문화가 키워드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거구요.]

대학로의 
장소특성과 
이질적인 
현대소비문
화 관련 
업종 출현

업종의 제한 
및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의 
다양화

부록_표 38. 대학로 사회․문화적 특성 개선방안_업종의 제한 및 정체성에 적합한 업종의 다양화

② 정체성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컨텐츠의 보호 및 개발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들이 아주 다양…. …대학로는 지금도 사람들

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미숙함…. 최근에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설정…정부

적 차원에서 지원 및 제한을 하겠다는 것…. …극장 같은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조성….…새로운 관점으로 발전….][…공연문화가 

대학로의 정체성이자 인구유입의 원인…. …문화지구로 지정…현실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연극을 만들 때 좀더 양질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서 도움을 주던지….][…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대학로 공연장을 유지

하거나 확충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력….][…줄어드는 소극

장의 유지 및 부흥을 위한 문화관련 재원의 투자,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

연 등의 이벤트 프로그램의 강화, 아무래도 문화 인프라를 구축….][…소극

컨텐츠 
개발의 
부족과
공연예술 
업종에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 

필요

정체성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컨텐츠의 
보호 및 
개발

부록_표 39. 대학로 사회․문화적 특성 개선방안_정체성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컨텐츠의 보호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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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보호조치 등을 마련해서 지원해주고는 있지

만. 이런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정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

[…임대료 안정이라던지..공연문화시설의 확충…소극장의 관리에 대한 지

원이나 혹은 공연에 대한 지원 등의 지원….]

컨텐츠 
개발의 
부족과
공연예술 
업종에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 

필요

정체성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컨텐츠의 
보호 및 
개발

부록_표 39(계속)

3) 체험적 요인 개선방안

① 거리공연 축제의 다양화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거리공연 축제를 정기적으로 마련….][…거리에는 소광장이나 거리의 악

사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

다….][…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이 청소년들에게 폭

넓게 주어져서, 문화예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정기적 
거리공연의 
필요함과 
참여방안 
개선

거리공연 
축제의 
다양화

부록_표 40. 대학로 행태적 특성 개선방안_거리공연 축제의 다양화

② 호객행위 제한

의미단위 중심주제 종합적 주제
[…지나친 호객행위에는 거북함을 느꼈습니다.][…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들을 보면 좀 

불쾌할 때가 있어요. …연극에 관련된 기관에서 삐끼들을 고용해서 호객행

위를 하는 극장을 상대로 연극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소송….]

과도한 
호객행위

호객행위 
제한

부록_표 41. 대학로 행태적 특성 개선방안_호객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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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Sense of Place

on Urban Streets

- Research on Insa-dong and Daehak-ro within the

framework of mixed-methods

Kwon, Yoon Ku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ustainability and Quality of Life that are the period of topics have come

on the conversation. And the sense of place is emphasized as the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s theories to assign the sense of belonging and bring back urban residents’

memories. Also discussion about establishing the policies of urban development that are

considered the sense of place has an animated as the strategies and the keyword to 21C

development topic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of urban residents, e.g. good to live and

willing to live, to make a city where take into account qualitative develop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designed integrated all constituent of Insa-dong

and Daehak-ro street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based on distinctive formation

history and attributes culture, and has expected to utilize the streets as the methods of

city marketing by making the streets that interact with the regional culture and people.

However the methods of integrated design idea and means that disregard the inherent

character were excluded the relationship between with place and human activities. These

kinds of methods to development have damaged Insa-dong and Daehak-ro’s inherent

characters, and have been raised the creative destruction that can change uniformly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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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gradually, even though various researches and practices to make the streets as the

place for instituting the sense of place. Because most of specialists of the environmental

plan and design establish the components of plan and design mechanically and try to

institute that things before understanding the basic structure and meaning, and then it

cannot secure power of persuasion eventually. So, it is hard to identify definite outcome

to form the sense of place, and unintended phenomenon, e.g. kitschy culture that claim

to character of inherent culture and commercialization, rather occurred.

Thus the research that deduct the formation structure of the sense of place which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with components of place and interpret meaning of the

sense of place from a visitor’s view was judged necessarily, so the research that

comprehends the formation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sense of place was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rpretation the sense of place objectively from visitor’s

viewpoint using mixed-methods that is the research concept for mixing wi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o construe complementary before environmental plan

and design for forming the sense of place.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formation structure of the sense of place on Insa-dong and

Daehak-ro, factors of urban street environment, e.g. physical, social-cultural and

experiential factors, have interrelationship among them and have a significant effect to

form the sense of place. And the sense of place has a significant effect to feel the

willingness to visit. These results mean that the more people are satisfied about the

elements of the urban streets environment, the more awareness of the sense of place

improve, and the more awareness of the sense of place improve, the more willingness to

visit improve. And also,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that the more awareness of the

sense of place makes the place want to revisit.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existing

phenomenal concepts that the physical and non-physical elements of space environment

have influences to form the sense of place, and the results show the reason empirical

why should consider the sense of place to make the city full of vitality in the modern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that promote to establish the local identity and economic

impact using the innate history and exclusive cultur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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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Among the elements of the urban streets that form the sense of place,

social-cultural factors’ influence is the highest both of research area. These results

awaken planner who regard social-cultural factor, e.g. merchandis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history and type of business, is more important plan object than physical

form and program to form the sense of place.

Second, through the formation meaning of the sense of place on Insa-dong and

Daehak-ro, Insa-dong has the unconscious sense of place that is made naturally with the

course of time. Theses kinds of character have been worked up to endeavor to make

Insa-dong as the traditional and artistic place. So Insa-dong’s traditionality and Koreanity

is kept alive as a representative. And through the alleys and buildings that have been

kept its past form, street vendor that recall the legislated nostalgia and various kinds of

experience gives people awareness about the legislated nostalgia. Also, outdoor signboard

that is made through Korean alphabet, buildings and street furniture that is reflected

identity and shops that sell various merchandises make a mixed culture, so people can

feel the diversity at Insa-dong. Especially, traditional and modern art has coexisted for a

lengthy period of time. So it is the differentiation factor compare with other region.

Meanwhile contemporary consumption trend is reenacted according to integrated

design and social-economy change, however Insa-dong’s inherent sense of place change

within the scope of unspoiled awfully due to the sense of place that is formed by

unconscious.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nsa-dong’s sense of place is interpreted that the

place where form the new culture, characteristic and attractive through mixing the

traditionality and modernity.

Daehak-ro has the conscious sense of place that is made intentionally by

environmental planner and designer who wants to make the place that has a

performance and artistic culture. This kind of character has been worked up to endeavor

to make Daehak-ro as the performance and artistic culture place. So Daehak-ro’s cultural

character is kept alive as a representative. And through the alleys and buildings that

have been kept its past form, street vendor that recall the legislated nostalgia and

various kinds of experience gives people awareness about the legislated nostalgia.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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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k-ro’s culture that is mixed with performance and artistic culture and modern

culture, e.g. small scale café, restaurant and fashion-related retail store, is cognized as

the elements to vitalize Daehak-ro’s atmosphere.

Meanwhile uniform contemporary consumption is prevalent according to

capitalization of urban space through integrated design and social-economy change. And

commercialization of performance and artistic culture damages Daehak-ro’s cultural

characters and touch the type of relevant to performance and artistic, e.g. theater, concert

hall, off. However Daehak-ro is the place that is maintained its sense of place according

to Daehak-ro’s sense of place that is planted by environmental planner and designer. On

the basis of this result, Daehak-ro’ sense of place is interpreted that the place where has

a inherent performance and artistic based on cultural character, but its sense of place is

the process of changing to the commerce and consumption culture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consumption trend.

If the research about the formation and meaning of the sense of place that is

proposed on this study proceed consistently, the concepts and meaning of the sense of

place would be defined accurately.

Meanwhile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meaning that provide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sense of place on urban streets. However it has a limit to apply a

method as a plan and design tool directly. So the research that has a mutual cooperation

method is needed to proceed. Accordingly, If the limitations can be supplemented

through further study, this study’s results can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to improve

the sense of place on urban streets.

Keywords: Sense of Place, Formation Structure of the Sense of Place,

Formation Meaning of the Sense of Place, Urban Streets,

Mixed-Metho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 Number: 201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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