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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서울은 도시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외국의 애비뉴 를 옮겨놓은 것 같은 청담동 거리 유럽의 여느 거리를 연상하게. (avenue) ,

하는 신사동 가로수길 청년문화와 노인문화가 공존하는 종로 문화와 소비가 역동적으로 뒤, ,

섞이는 신촌과 홍대 학원문화와 소비문화가 세련된 방식으로 만나는 강남역 등 하나의 이미,

지로 통합될 수 없는 시공간들이 서울에 동시에 공존한다 과거 명동 홍대 앞 종로 등이 주. , ,

목을 받았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삼청동 거리와 도산공원 일대 그리고 신사동 가로수길 등, ,

으로 확산됐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문화적 경관이 특화된 장소가 출현했고 그 장소를 경. ,

험했다는 것 자체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적 특화가로에 대한 관심으로

다음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첫째 특화가로의 문화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어떠한. , ?

요인에 의해 나타나며 어떠한 과정에 걸쳐 이를 가시화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가 둘째, ? ,

특화가로의 문화요소들은 어떠한 맥락과 공통점을 지녔는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그 의? ,

미는 무엇이며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칙주의에 의한 범인간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이나 의미의 해석을 통해 내부자적 관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도시 공간을 단

순히 물리적 실체나 토지이용의 유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공간적 형태에

부여된 의미 또는 문화적 상징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경관을 해석하기 위함,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현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된 특화가로의 문화경관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인류학적 지침 하에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특화

된 도시의 가로로서 대상지가 배태하고 있는 문화적 패턴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들여다보고,

다시금 대상지의 공간적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넘으면서 시선의 흐름에 따라 외부에서 내부

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형태에서 의미로 점점 깊이 들어가 문화경관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의, ,

미를 포착하는 해석의 방법론을 채택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 본 연구의 결과로써 신사동 가로수길의 문화경관에서 도출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년대부터 서로 다른 공간의 점유로 이.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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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직접적인 결과이다 도시민의 자발적 이용이 생활가로 문화 예술 가로 최신 트렌드. , · ,

의 상업가로로 변화를 이끌어왔고 이는 가로의 물리적 공간 용도 이용행태에 중첩되어 나타, , ,

나 가로수길의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신사동 가로수길 공간들을 비교적 한정된 영. ,

역 위에서 극히 다양한 구성을 보이며 이들은 각 계층별 방문객의 취향과 특성 그리고 시간, ,

에 따라 공간이 배치되고 구성되는 특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셋째 가로수길의 공간은 외부자. ,

의 계획 전략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각 공간의 주체들의 욕구와 의도로 변화했다 그들· .

은 자신의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공통된 양식이나 물리적 형태로서 본래 그것이 가지고 있

는 의미와 목적 이외에도 요구와 기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의식적인 문화경관 패턴이며

독특한 공간의 연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는 공간의 문화경관 패턴은 공. ,

간을 소비하는 방문객들의 취향과 선택을 통해 확인되며 형태와 세부적 속성들은 공간적 소,

비 뿐 아니라 다양한 취향의 소비 분위기와 디자인 등 문화적 소비의 주요 토대가 되며 다, ,

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결과적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특화가로의 문화경관 해석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특정 도시 공간의 문화경관은 시간과 기억이 집적된 결과이며 단순. ,

히 표면적인 물리적 형태 뿐 아니라 그 이면을 깊이 보면 사람 활동 의미 등의 요소들이 연, ,

결되어있다 즉 문화경관 전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

와 맥락을 봐야한다 문화가 맥락이듯 문화경관도 패턴으로서 하나의 맥락이며 그러므로 그. ,

맥락 속에서 연구하고 해석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문화경관의 맥락과 관계가 또 다른 패턴. ,

을 만든다 문화경관 패턴은 크게 특정 지역의 문화로 인해 혹은 사회구조로 인해 형성된 관.

계와 맥락이 반영되어 패턴으로 드러나며 이는 크게 도시 구조적으로 작게는 건물의 내 외, , ·

부 공간으로 상호적으로는 공간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의미 그리고 목적 등,

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만들

어낸 공간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로버트 벤츄리 의 말처럼 특정 도시 공간(Robert Venturi)

의 문화적 패턴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해석학적 방법론이 지.

니는 한계점이 본 연구에서 드러난다 이 한계점에 대해 기어츠는 문화의 의미구조 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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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석 자체도 늘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라고 표현했다 이처’ .

럼 본 연구에 있어서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경관에서 도출한 이에 대한 패턴과 그것으로부터

도출한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경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완결적이지 못하다 또한 연구자의. ,

자의적인 의미부여에 따른 결과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많.

은 연구를 통해 견고하고 통일된 방법론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해석.

학적 방법론이 가지는 유연하고 풍부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도시 공간에 대한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연구는 개별 도.

시 공간이 갖는 매력 요소를 유지 또는 개선하는데 필요할 것이며 이는 곧 도심 곳곳에 매력,

을 잃어가는 공간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문화경관의 조화를 통해 진화되어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주요어 : 특화가로 문화경관 문화인류학 문화기술학 신사동 가로수길, , , (ethnography),

학 번 : 2010-2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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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무릇 현대의 도시는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곧 한 도시의 정서적 측면.

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까지 포괄하는 실천적인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전통적인 의.

미에서 도시의 상징은 그 도시가 겪어온 전통과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으나 보다 현대적인 의

미에서 도시는 상징과 이미지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도시의 상징은 때때로 전통 또.

는 공동체 집합의식 등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며 그것은 연속성을 본래 속성으로 한다 그, .

것은 전통이 역사를 통해 형성된 집합의식 즉 문화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그

러나 사회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흔히 전통적 유형이 새로운 환경에 직

면하면서 그 적합성을 상실하거나 약화된다.2) 같은 맥락에서 도시의 문화적 상징과 이미지

역시 끊임없이 변동하고 재창조된다.3)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도시를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보

자는 것은 이제 일종의 슬로건이 됐으며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자는 운동은 한 도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강렬한 추구로 이어지고 있

다 문화가 산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이런 변화들은 이제 거의 모든 도시들의 가.

장 긴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4)

01)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trans. by W.d. Halls, London: Macmillan, 1984.

02) 임희섭 전환기 사회의 문화와 문화변동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나남출판,“ ”, , , : , 1987.「 」

03) 이처럼 문화를 매개로 도시 재구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여가시간이. ,

증대하여 문화활동이 삶의 중심이자 가치가 되었으며 둘째 지역의 독특한 장소를 형성하고 지역의(Gorz, 1993), ,

고유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세계화 와 함께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조명래(globalization) ( , 1999).

04) 미국의 뉴욕은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문화특화지역 형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일본의 도쿄는 롯본기 힐즈의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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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시의 상징과 이미지는 무엇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일까 어쩌면 도시는 수많은 사.

람들이 모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변화시켜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

려운 곳인지도 모른다 같은 의미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

게 흩어져 있다 이미지가 다각적이라는 말은 한 도시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도시는 거대한 콜라주. , (collage)5)라고 할 수 있다 콜라주가 각기.

다른 요소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도시도 그 구성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분포 비율 구성패턴들로 인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각각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차이, , .

가 있듯이 경제적인 상태에 차이가 있고 기술에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과 차이, .

는 그 건축의 규모와 양식 도시를 형성하는 건축물의 패턴 가로의 구성패턴 필지분할 패턴, , ,

등 공간구성 패턴과 문화경관 패턴에 반영된다.6) 즉 도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문화,

경관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공간은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공간 위에 펼쳐진 각기 다른 이미지와 그것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출

발한다 이미지는 상상력과 가능성의 영역이다 상상력을 갖는다는 것은 세계를 보다 폭넓게. .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미지는 현실세계로부터 출발하지만 개념에 저.

항하는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서울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파트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에 대항하듯 어떤 공간들은 개별인자들의 선택과 도전으로 다른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내며 그만의 독창적인 장소를 구현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다.7) 이처럼 도시 공간은 더 이상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속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주의 힘의 생산물 즉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여가문화가 변하고 세계화가 진행될수, , ,

록 다른 장소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장소의 이미지를 둘러싼 투쟁이 발생한

다.8)

미술관과 산토리미술관을 잇는 신국립미술관을 건립하여 각종 갤러리 및 커뮤니티 관련 업소들의 밀집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도심 축 문화특화지역 형성 및 대 문화자원 밀집지역 보전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 라도. 4 9 · . .

삼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쪽, , 2009, 5-8 .「 」

05) 신문지 헝겊 벽지 인쇄물 등을 화판이나 캔버스에 붙여 만드는 미술기법 주로 그림 위에 붙여 병치시키는 경우· · · .

가 많다.

06) 참고 이상구 우리나라 도시 내 역사적 공간형성의 과정과 현실 도시문제 쪽. ,“ ”, Vol.21:6, 1996, 8-21 .「 」

07) 인문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 는 장소와 장소상실 이라는 저서를 통해 차별화된 특화된 도시 공(Edward Relph) ,『 』

간의 등장은 근대주의적 도시의 모습을 대변하는 황량한 회색공간에 대한 강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한다 참.

고. E.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역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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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서울은 도시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외국의 애비뉴 를 옮겨놓은 것 같은 청담동 거리 유럽의 여느 거리를 연상. (avenue) ,

하게 하는 신사동 가로수길 청년문화와 노인문화가 공존하는 종로 문화와 소비가 역동적으, ,

로 뒤섞이는 신촌과 홍대 학원문화와 소비문화가 세련된 방식으로 만나는 강남역 등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될 수 없는 시공간들이 서울에 동시에 공존한다 과거 명동 홍대 앞 종로 등이. , ,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삼청동 거리와 도산공원 일대 그리고 신사동 가로수길, ,

등으로 확산됐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문화적 경관이 특화된 장소가 출현했고 그 장소를. ,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9)

본 연구는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화가로에 대한 관심으로 다음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첫째 특화가로의 문화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어떠한 요인에. , ?

의해 나타나며 어떠한 과정에 걸쳐 이를 가시화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가 둘째 특화가로, ? ,

의 문화요소들은 어떠한 맥락과 공통점을 지녔는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그 의미는 무엇? ,

이며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칙주의에 의한 범인간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이나 의미의 해석을 통해 내부자적 관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10) 서구의 물질문명에

영향을 받은 계획과 설계분야에서 도시는 물리적 실체 기능적 용기 재화 또는 사회행위를, ,

위한 무대 토지이용의 유형으로 여겨져 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다루, .

기 위해서 비상징화 되었으며 계획가 설계가 그리고 정치가들은 공간적 형태에 부여된 의, , ,

미 또는 상징적 중요성에 대해 경시해왔다. 마찬가지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화

가로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모으고 있기는 하나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편

으로 이러한 문화경관의 기능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경관에 대한,

이론들 가운데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

08) H. Lefebvre, La Production de l’spac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1974, , , : , 2011.「 」

09) 흔히 특화가로 혹은 특화지역은 각각의 독립된 입지인자에 의해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이 군집해서 형성된 가로나

지역을 뜻하며 상점가 인쇄업 지역 유흥가 가구점 상가 의료센터 등이 대표적 예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말하, · · · · . ,

는 특화가로는 예술적 자원의 유입으로 형성된 문화적 특화가로를 특화가로 라 정의한다‘ ’ .

10) 특정 문화를 표상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법칙주의에 의한 범인간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이나 의미의 해석을 통해

내부자적 관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 김성균 한국 누정공간의 구조주의적 연구 한국과학재단. . “ ”, , 1991,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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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많은 연구에 있어서 뚜렷한 방법론을 찾지 못해 다만 위치 건물의 배치 및 형태 주, ,

변 환경에 관한 개량적 자료의 축적이나 역사적 자료에 따른 분류에 그쳐서 형태의 이면에

있는 의미나 상징 형태 실현의 바탕이 되었던 구조 또는 생각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11)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현대 도시의 문화적 정

체성이 반영된 특화가로의 문화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 실체나 토지이용의 유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공간적 형태에 부여

된 의미 또는 문화적 상징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경관을 해석하기 위함이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인류학적 지침 하에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특화

된 도시의 가로로서 대상지가 배태하고 있는 문화적 패턴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들여다보고,

다시금 대상지의 공간적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넘으면서 시선의 흐름에 따라 외부에서 내부

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형태에서 의미로 점점 깊이 들어가 문화경관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의, ,

미를 포착하는 해석의 방법론을 채택한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본격적인 문화경관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

성된다 우선 첫 번째로 대상지가 다른 공간과 차별되는 공간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지리적. , ,

발생 연원을 살펴본다 이는 독특한 공간의 기원으로서 본 연구에서 문화경관 해석을 이끌어.

내는 첫 단계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

것이 문화경관 패턴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탐색한다 세 번째는 문화경관 패턴으로서 각각의.

공간이 구성되고 구분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여기서는 문화경관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각.

문화경관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상지 안에서 공간적 주.

체들이 행하는 문화경관 생산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문화경관을 생산하고 유지하.

는데 참여하는 주체들의 행위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들에 의해 전유되고 형성된 문화경관은 단순히 도시 속의 물리적 형태를 차지하는 의.

미에 그치지 않으며 다양한 공간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 사람들의 행동과 정신적 틀을 담아내

는 실체로도 작용할 것이다.

11) 지역적 장르적 형태의 특성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규제나 육성정책으로 추진한 문화지구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 ‘ ’

례이다 특화가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수행 결과 인사동은 관광 기념품 판매거리로 대학로는 상업적 연극. , ,

의 거리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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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선행연구검토2

특화가로 관련 선행연구1.

본 연구는 가로와 문화라는 두 영역을 포괄한다 도시 내 가로의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기.

울이고 가로의 문화적 패턴이 갖는 의미를 분석적으로 탐색한다 도시가 형성된 이래 가로와, .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최근 특화가로와 관련된 연구. ,

의 방향은 주로 각종 분류에 따른 유형화와 건축적 배치 및 요인분석의 연구방향과 특화가로

의 통시적 공시적 연구를 통한 배치와 형태에 따른 공간의 연구 방향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들은 상호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문. . ,

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존의 물리적 현황 및 특성분석 등 표면적 연구를 벗어나 공간기

능 및 공간의 생산방식 행위 등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공간을 뚜렷한 방법론을 통해 문화경관을 해석 하는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

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이영경 은 장르별 예술시설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시설들이, (1991)

어느 지역에 입지하는 가를 연구했다.12) 유사한 연구로는 서울시 소공연장의 입지를 연구한

강제훈 의 논문 화랑의 입지를 연구한 김희진 의 논문 박물관의 입지를 조사한(1997) , (2002) ,

최귀엽 의 논문 그리고 고급 캐주얼 레스토랑의 입지를 연구한 허정윤 의 논문(2004) , (2009)

등이 있다.13)

두 번째 유형으로 대표적인 연구는 주킨 의 로프트 생활 문화와 자본에 의한 도시(Zukin) ;「

변화 (」 Loft Living ; Culture and Capital in Urban Change)가 있다 그는 뉴욕의 소호지.

역을 연구한 주킨은 구산업지역의 싼 집세와 넓은 공간을 찾아 예술가들이 스며든 결과 지역,

은 세련미를 갖추게 되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으로 높아진 임대료를 이기지 못(gentrification)

한 예술가와 화랑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같은 측면에서 김학희는, .

뉴욕과 런던을 연구 한데 이어 삼청동 을 연구하는 한편 압구정 청담지역의 문(2006) , (2007) , -

12) 이영경 서울시 문화예술공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1991.

13) 강제훈 민간공연시설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 서울시 화랑의 입지,“ ”, , 1998; ,“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귀엽 도시문화환경조성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 건립에서”, , 2002; ,“ ·

의 입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정윤 고급캐주얼레스토랑의 입지선정 전략에 관한 연”, , 2004; ,“

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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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경관성에 대해 연구했다.14) 김학희의 주장에 따르면 저렴한 집세와 적절한 공간 이,‘ ’

있는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종의 예술시설과 정부의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정지희 또한 삼청동길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했다. (2007) .15)

전자의 연구 예술시설 입지요인 는 문화특화지역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인 예술시설의 입지( )

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와 같은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다 그러나 대부분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여러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지역에 입지한 이유. ,

를 분석하는 데 그쳐 해당 지역이 형성되는 지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노출한·

다 후자의 연구는 지역 특성에 관한 연구로 특화가로가 형성되는 요인을 보다 풍부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나 특정 요소에 제한되어 관찰했다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적으로 특화되는 과.

정 그로 인한 지역의 분화와 현 실태를 물리적 현황 및 실증주의적 사례분석을 통해 보여주,

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개별 지역에 대한 이해는 풍부해지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특화가로의 문.

화경관에 내재되어있는 의미에 대해 알기에는 부족하다 주로 장소마케팅과 활성화 그리고. ,

활성화에 준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요인 진단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를 접근하는 태도,

에 있어 매우 수동적이며 외부자적인 위치에서 문화를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

다 즉 지역과 문화들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기존의 문화이론 문헌에 기대어. ,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의 행로를 예측하고자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신사동 가로수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인사동이나 홍대

앞 대학로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와 문화경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 ,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통시적 고찰이 주를 이룬다 이양희. .

는 물리적 현황과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장소정체성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하였지만(2009) ,

기타의 문화요소들을 간과함으로서 문화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16)

이와 마찬가지로 이상훈 과 박진호 또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지의 공간(2010) (2010)

적 특성을 분석하였지만 문화가 가진 의미에 대한 연구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17) 한편 관,

련 학술문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언론은.

14) 김학희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삼청동의 부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 2007, 20(2):127-144.

15) 정지희 문화예술시설 입지에 기반한 서울시 삼청동길의 가치상향적 상업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7.

16) 이양희 신사동 가로수길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9.

17) 이상훈 상업가로로서 신사동 가로수길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 ”, , 2010;

호 도시공간의 장소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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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이 갖는 고유의 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지역 특화의 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한다.18) 결론적으로 다수의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한 선행연구는 문

화를 총체적이고 의미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사동 가로수길, .

의 문화가 반영되는 문화경관에 대한 고찰 문화경관의 물리적 활동적 의미적 요소에 대한, , ,

총체적 해석의 의미를 지니며 이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문화경관 해석 관련 선행연구2.

문화와 문화경관에 대한 다수의 학자들의 관심과 이론에 비해 국내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면

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문화경관의 개념을 역사문화경관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

도시 공간에 형성된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남기 외 다수. (2006)

의 논문에서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역사문화경관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주로 관찰자에 의한,

경관기록과 문헌조사 방법에 기초하여 전통마을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과 입지 요건을 통해 경

관을 해석했다.19) 이용두 는 송탄관광특구 문화경관에 대해 거주 집단의 생활양식이(2004)

만들어낸 경관이라는 문화지리학 측면에서 해석했고 강현주 는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 (2005)

대학교 주변 문화경관을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했고 정문수 는 이주집거지로, (2008)

서 가리봉동 연변마을의 경관분석을 통해 재현공간과 문화의 혼성으로 대변되는 장소성에 대

해 연구했다.20)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가시적으로 드러난 문화경관의 모양새에 치중하였으며, ,

문화경관이 나타난 문화적 사회적 의미적 맥락과 문화경관 형성 과정 속에서 맺는 문화경관· ·

요소들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단점이 있다 또한 문화경관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에서 사. ,

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문화경관을.

연구하는 방법 자체도 뚜렷한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특.

정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그 문화경관에 내재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과 해석학적 방법론의

유연하고 풍부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

18) 참고 주간동아 그 곳엔 문화가 있다 주간동아 가로수길 그 곳엔 로망 이 있다. , 2006.01.24; , ‘ ’ 2008.01.29;「 」 「 」

동아일보 그들은 왜 가로수길에 열광하는가 등, 2008.03.21. .「 」

19) 전남기 역사적 문화경관 해석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2006.

20) 이용두 송탄관광특구의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현주 대학가 토지이용과 문,“ ”, , 2004; ,“

화경관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문수 재현의: ”, , 2005; ,“

공간과 문화의 혼성 서울 가리봉동 연변마을의 경관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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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방법 및 내용3

연구방법 및 과정1.

본 연구는 크게 관련 문헌의 조사와 대상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연구대상지와.

관련된 서적 및 담론 인터뷰 기록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에 대한 이, ,

해를 바탕으로 시계열로 정리한다 연구자의 대상지 방문관찰을 통한 사진 및 스케치 기록과.

인터뷰를 활용하여 문화경관 패턴을 차적으로 도출한다 도출한 문화경관 패턴과 관련한 서1 .

적 인터뷰 기록 신문기사 인터넷 카페 및 개인 블로그 검색을 통해 패턴의 변화과정 및 요, , ,

인을 분석한다 분석의 과정에서 차적으로 도출된 문화경관 패턴을 현장 방문과 인터뷰를 통. 2

해 확인한다 위의 과정의 반복을 통해 도출한 패턴과 이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도면 사. , ,

진 다이어그램 등으로 시각화한다, .

그림 01 연구방법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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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구성2.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특화가로 문화경관을 통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연구이자 해석의 방법론에 기

반하고 있다 또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자료를 이용하고 연구대상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

현장에서의 관찰 스케치 사진 등과 면담 자료를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 ,

연구이자 현장연구에 속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들은 장과 장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2 3 .

장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도시문화와 경관 문화지리학 그리고 문화인류학 관련 연구 자료 등2 ,

이 사용되었다 이론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화경관 연구의 당위성을 정립하고 현장연구방법. ,

의 틀과 기준을 마련했다 장은 대상지의 물리적 활동적 현황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점차. 3 , .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인터넷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서울 각 기관의 공식 홈페,

이지와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사이트들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대상지의.

장소정체성 형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특화

가로 신사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 .

다음으로 장은 해석의 단계로서 신사동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그 방법론에 충실하고자 했4

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의 경우 일정 기간에 걸친 참여관찰을 필요로 하고 연구 대상 내부에.

다양한 인적관계를 구축함으로서 질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조건을 갖

는다 그러나 본 논문이 중심적인 주제로 설정한 분석과제의 성격상 특화가로의 직접적인 참.

여관찰법 이외에도 대상지에서 발행되고 분석될 수 있는 다양한 일차적 자료들을 교차 분석,

하여 그 문화경관을 추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한 사례분석에 속한다 그리고 특화가로에서 이루어진.

문화경관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정책 자료집과 일간지 및 지역

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기사들 가운데 대상지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기사들을. ,

일단 기초 자료로 삼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특화가로의 문화적 특성을 추출하여 유형화했다, .

물론 이 과정에서 특화가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인터뷰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화가로 문화경관의 해석은 장에서의 방법론적 틀을 신사동 가로수2

길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그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가 규범적.

으로 제시하는 결론은 대상지의 문화경관은 어떤 모습이며 그리고 그것의 내적 의미체계가,

현재의 모습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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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연구의 흐름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 2).

그림 0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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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2

제 절 연구방법론의 개요1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특화가로 문화경관을 통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연구이자 해석의 방법론에 기

반하고 있다 또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자료를 이용하고 연구대상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

현장에서의 관찰 스케치 사진 등과 면담 자료를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 ,

연구이자 현장연구에 속한다 즉 연구대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경관이 의미하는 것이. ,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특화가로의 문화경관에 대한 해

석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인 셈이다.

이를 위해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토대로 연구대상지에 대한 기본적 의미를 깊이 있게 연구한

뒤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문화경관의 의미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가설, , .

검증 위주의 일반적인 방법은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다른 부분문화를 연구할 때 편견적인 해

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에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은 각기.

다른 부분문화에 있어서 문화경관의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문화를 서술하는.

작업이며 그 목표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1)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도시 공간에 대한 설계가 또는 학자의 이념이나

신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의미 있는 체제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므

로 필연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간을 이용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체들의 생각

으로부터 배워야 한다.2)

01) J.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tso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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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 내 특정 공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그 관심과 이론에 비해 도시 문

화경관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경관의 개념을 역사문화경관과 혼.

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물리적 환경에 기초한 활성화 및 입지 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와 같은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본질적인 핵심은 문화경관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행동과 사건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때로는 언어로 직접 표현되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가 당.

연하다고 여기는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사람들은 형태를 조직하고 자신과. ,

남을 이해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뜻있게 하는 복잡한 의미체계 를, (meaning system)

늘 사용하며,3) 이는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의미체계 곧 문화 혹은 부분문화 혹은, , (culture) (

하위문하 라고 정의할 수 있다, subculture) .4)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체계이며 이를 어떻게 관찰하는가 먼저 의미체계는 형태와 행위 이, . ,

면에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위 자체도 아니며 행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

만 이 의미체계는 반복되는 행위의 관찰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체계는 상호 관.

련되는 부분에 의해 구성된다는 이해가 바탕이 되며,5)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의해 해석이 가

능해 진다 또한 문화란 부분들이 함께 짜인 전체이며 부분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 ,

않고서는 이해되어 질 수 없다 이 체계의 어떤 부분들은 명백하게 드러나 그룹의 구성원들이.

이를 알고 있으며 설명이 가능하나 어떤 부분들은 구성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규칙성 속에,

숨어있기도 하다.

02)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공간을 다루기 위해 그들의 대중문화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로버트 벤츄리(Robert

의 말은 본 연구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참고Venturi) . . Robert Venturi, Learning from Las Vegas, MIT press,

1977, p.3.

03) H. B. Lee, Space, Form, and Subculture : The Use of Field Study Method in Architecture, Univ. of

Pennsylvania, 1985.

04) 부분문화 혹은 하위문화 를 정의하기 하기해 우선 문화 그 자체를 정의하고자 한다 많은 문화의 정의, (subculture) .

가운데서 클리포드 기어츠 의 정의를 인용한다 그는 문화란 행위를 지배하기 위한 통제 메(C. Geertz, 1988, p.44) .

카니즘 계획 치료법 규칙 교훈 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와 문화적 인공물 을 혼동(mechanism)- , , , - . ‘ ’ ‘ ’

한다 물리적 형태는 문화가 될 수 없으며 문화적 인공물이다 즉 형태 공간 그리고 구조물은 저절로 문화가 되어. . , ,

질 수 없으며 체계적 방법으로 문화와 관련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연구자의 목적은 인공물을 보지만 더 나아.

가서 사람들이 대상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참고 앞의 책. . J. Spradley, , p.7.

05) 참고.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서, London: Fontana Press, 1988, 「 」

울 까치: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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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연구자는 흔히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 의미체계를 연구한다 어떠한 목적에 아래.

에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그대로에서 이러한 의미체계를 찾게 되는 것이

다 문화적 의미체계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방법의 과정. 6)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의

연구자가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조금씩 알아가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한 것을 바탕으,

로 다음 관찰할 것과 인터뷰할 것을 정해 나간다 이후 분류하고 분석하여 최종 해석에 이른.

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넓고 얕게 시작하여 점차 좁고 깊게 들어가는 단계로 구성된다 각. , 3 .

단계마다 관찰방법 질문방법 분석방법이 조금씩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되며 결과적으로 새, ,

로운 분석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각.

단계에서 얕은 해석에 도달하며 그 해석은 역으로 자료 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7) 이는 문

화경관 패턴의 좀 더 깊은 해석으로 유도하게 되며 패턴과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본 연구과정,

의 중심이 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지침이 되는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의 과정이다 그림. ( 3)8).

그림 03 문화기술학적 연구과정(Spradley, 1980)

06) 이는 선형이며 형식화된 가정으로 시작하는 다른 사회과학 연구과정과는 대조적으로 몇 번이 되풀이해서 반복되어

지는 순환적 과정이다 참고 앞의 책. . J. Spradley, , p.28.

07) 이처럼 해석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해석에 있어서 무엇을 대상으로 그것을. ,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연구자는 그 방법론적 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절에서.

문화경관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의 고찰을 통해 연구의 방법론적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08) 본 연구는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특정 도시 공간의 문화경관을 해석하고자 한다 그 방법에 있어서 문화인류학적으.

로 대상지를 바라보고자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본 연구의 지침이 되는 것은 문화인류학적 방법 중에서도 문화기술

학적 방법또는 민족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연구 내용에서 계속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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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화경관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2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가 단지 가설과 관련한 자료만 수집을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화기

술학적 연구는 연구가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 무엇을 관찰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자료의 선택은 각 연구의 특성에 달려있으며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인해 세부사항은 달. ,

라질 수밖에 없다 비록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같이 하고는 있으나 각.

기 다른 관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의 특성에 맞.

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방법론의 이해를 통해 방법론적 분석의 틀을 구

성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는 성공적인 연구를 위한 상호보완적 도구로서 연구방법론의 유연.

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연구의 방법론적 전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경관 해석이라는, .

목적을 고려하여 몇 가지의 문화연구이론을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방법론적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문화경관의 개념 텍스트로서의 문화경관1) :

문화경관의 개념은 과거 문화지리학의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문화지리학은.

사우어 의 영향을 받은 버클리학파가 지배하고 있었다 사우어는 문화경관을 다(Carl Sauer) .

음과 같이 정의했다 자연경관이 긴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기후 토양 하천 지하자원 해안.“ , , , , ,

식생 등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자연경관이 문화과정에 의해 변형된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적 문화형태를 문화경관이라 한다 따라서 문화경관의 내용으로는 인구. ,

가옥 경작지 도로 등의 요소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이 바로 문화경관이, , ,

다.”9) 이는 다시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 물리적 형태와 문화적 형태의‘

명백한 조합을 보유한 지역 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이 땅을 점유하여 이용하는 사’ ,

실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들을 강조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전통문화지리학.

파는 문화경관 형성에 있어 다양한 층위의 상호작용과 인간집단이 갖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행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차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표현된 물리적 모양새로서2

의 경관에만 치우쳤다는 점에서 년대 후반 영국 중심의 신문화지리학자들 코스그로브1970 ,

던컨 잭슨 레이 를 중심으로 비판 받았(D. Cosgrove), (J. Duncun), (P. Jackson), (D. Ley)

다.10)

9) C. Sauer,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1925, p.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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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화지리학이 전통문화지리학과 구분되는 가장 큰 변화는 경관의 개념과 경관의 은유적

해석으로서 텍스트 와 스펙타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 ‘ ’ .11) 이는 전통문화학

파의 형태론적 접근 중심에서 해석론적 접근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문화경관의 형태 물질, ,

성이 아닌 경관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이들은 경관의 의미.

과 재현 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시 말해 신문화지리(meaning) (representation) .

학의 중점적인 연구대상은 텍스트로서의 경관 이라 은유할 수 있다 어떤 장소가 보여주는‘ ’ .

외적인 형태와 질서의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경관연구의 초점이 되었으

며 경관을 외적인 형태인 동시에 의미체계이자 재현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과거 전통, .

문화지리학이 경관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신문화지리학에서는 기호나 상징으로서의 경

관이 지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두 학파의 개념 차이는 프라이스와 루이스의 정리를 인용.

할 수 있다 전통문화지리학은 자연경관이 문화경관으로 변형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며 신.“ ,

문화지리학은 경관 상에 나타나는 의미작용 패턴들과 이러한 패턴들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역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인종 계급 성별이 공간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연구하는, ,

것이다.

요약하자면 양자 모두 문화경관에 관심을 두며 단지 문화관의 차이로 신문화지리학은 문, ,

화의 개념보다는 문화관념 즉 우리가 무엇을 문화라 부르게 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

문화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공간적 텍스트에서 어떻게 기호화되며 또 독자들은 그것을 어, , ,

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후.

신문화지리학은 문화이론 기호학 등 다양한 기타 인접 학문분야에 걸친 문화연구 분야에 대,

한 개방과 수용으로 이어졌고 문화경관의 개념 또한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됐다, .

10) 조경진 서영애 영화에서 나타난 센트럴파크의 문화경관 해석 우디앨런 영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 : ”, ,「 」

쪽Vol.20(2), 64 .

11)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인 예술과 건축분야에 비해 지리학은 보다 문화적인 색채를,

띠었다 과거의 체계 기계 유기체와 같은 자연과학적 은유가 아닌 텍스트 극장. , , (Duncun&Duncun, 1988),

카니발 스펙터클 등을 사용했다(Cosgrove&Daniels, 1989), (Jackson, 1988), (Ley&Olds,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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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관의 생태학적 접근2)

전통문화지리학과 신문화지리학의 두 학파간의 문화경관 연구의 주요 관심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지리학에서 경관은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요소도 단독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며 경관은 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얽힘으로써 비로소 유지된다는 공통의 의,

견을 지녀왔다 이러한 관점이 발전하여 경관 전체의 연관구조에 대한 해명 즉 생태학적 관. ,

점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됐다.12)

문화경관에 담긴 문화의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문화관에서도 생태학적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신문화지리학파의 던컨은 문화를 고유한 설명 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 ,

행위를 위한 맥락으로 사용한다면 문화라는 것은 구제받을 수 있다 고 말한다 이와 같은.” .

맥락은 문화인류학자인 클리포드 기어츠 의 문화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Clifford Geertz) .

는 문화는 사회적 사건 행태 제도 또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다 문화는“ , , .

그것들이 식별할 수 있게 ···서술될 수 있는 맥락이다 고 했다 기어츠는 문화를 상징과 의.” .

미로 구성된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으로 보았는데 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상호 관련된 의,

미들이 엮인 복잡한 구조로 하나의 전체이고 전체는 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상징이 만들어낸 체계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정합성으로 문화 체계가 이루어지며 상징은 사,

회적 맥락 속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며 동시에 사회의 의미를 제한한다고 했다.

기어츠가 주장한 문화개념은 한마디로 맥락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기어츠는 경.

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문화사회구조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분,

석했다 단순한 경제주의적 접근법보다는 사회학 심리학 및 인류학의 문화이론들을 폭넓게. ,

적용하여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내고 있다 기어츠의 모든 이론적 방법.

론적 논의들은 구체적인 인간 행위의 관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나 그의 관심은

단순한 문화기술학적 사실의 기술이나 설명에 있다기보다는 연구를 통한 인간의 본성이란 과

연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문화 및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환원했다 이것은 인류학적 방법론 및 문화해석학 인간 및. ,

사회에 대한 문화주의적 개념의 기초를 이룬다.13)

기어츠는 상징적 의미체계로서 문화가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

12) 나카무라 카즈오 이시이 히데야 데즈카 아키라 정암 이용일 성춘자 역 지역과 경관 서울 선학사· · , 1991, · · , , : ,「 」

2001.

13) 참고.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1988, , , :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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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행위도 그 사용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므로 맥락을 파악할 때 그 의미

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기어츠의 문화에 관한.

연구는 문화경관 연구와 비교했을 때 대상은 다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어떠한 현상은 이를 만들어낸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를 통.

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상과 형태의 이면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본질을 이해, ,

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하나의 사회적 맥락으로서 접. ,

근하여 사회에 형성된 다양한 이념 및 가치관 의미 등 문화를 형성한 사회의 전반적인 맥락,

에 대한 연구 즉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 , .14)

문화경관의 패턴3)

일반적인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는 경관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설명과 해석

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경관의 의미체계를 해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 형태의 의미, 15)와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한다 사람들의 행위는 지속.

적으로 부적합한 형태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본래 설계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부적합성을 들추어낼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16) 문화경관 구성하는 주체들의 이러한 물리적 흔적 즉 물, ,

14) 문화인류학적 조사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법으로는 참여관찰 과 심층인터뷰(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h

가 있다interview) . 이 밖에도 공간지도 작성 멀티사이트 조사 참여관찰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조사 자신에 대한, , ,

조사 등이 있다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의 장점은 구체적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상자. .

주민중심 공감적 이해 통찰력 맥락중심적 역동적 발달론적 유연한 연구설계와 검증 직접적 접촉 사례에 집( ) , , , , , , ,

중 질적 서술적 연구방법이다 조사과정에 각종 통찰과 연역과 추리가 작동하며 갈수록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양적연구 또한 많은 자료를 양적으로 처리하여 보다 광범위한 집단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피적이지만 훨씬 많은 자료를 양적인 분석을 통해 심층적인 변수들 사이의 가설을 검증할.

수도 있다이에 비해 문화기술학적 방법은 사례에 집중함으로써 어느 정도나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

기 힘들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 질적 자료를 모두 검증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는 소수지만 여러 사례를 동시에 조사하여 어느 정도의 다수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참고 이정덕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론 민족지적 접근 서울행정학회. . ,“ : ”, , 2003, p.262-272.「 」

15) 우리가 인식하는 물리적 형태는 그래디 클레이 의 말처럼 시각 자체만인 것은 아니며 통찰력 기억(Grady Clay) , , ,

감동 감정 그리고 언어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가 관찰된 현상을 패턴별로 정리해서 표면 형태 이면에 내재하, .

는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현상 분석을 통해서 문화경관 이면에 내재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참고. G. Clay, Close-up: How to Read the American City, New York: Praeger Pub. 1973.

16) 이런 의미에서 존 지셀 의 연구는 본 연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자 전제이다 그는(John Zeisel) . 「Inquiry by

Design」이라는 저서를 통해 사람들이 현존하는 물리적 환경에 불안정함을 느낄 때 그들은 형태를 변형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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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환경의 배경 전환 첨가 그리고 폐기 등에 관한 자료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찰을 통, ,

해 수집되며 그러한 변화에 내재하는 이유는 물리적 환경을 추구하여 얻어질 수 있다 또한, . ,

이는 단지 물리적 형태만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확장되어 나타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행위와 활동의 변화를 찾거나 혹은 그 행위들이 일어나는 공간과.

시간대를 관찰한다면 그들의 문화와 공간에 내재된 의미에 근접할 수 있다.17)

다시 말하자면 문화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대상지의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고 반복적인, ,

양상을 가지는 패턴을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18) 이들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흔적과 활동의 변화를 추구하여 발견할 수 있다 즉 대상지의 통시적 공시적 분석을 통해. , ·

문화경관에서 비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도출한 반복적인 요소 중에서 물리,

적이고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물리적 흔적과 변화에 집중한다면 물리적

환경과 주체들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그 패턴을 발견할고 해석할 수 있다 또. ,

단순히 물리적 형태 뿐 아니라 주체들의 활동 패턴에 대한 분류는 대상지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으로 이끌 것이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대상지의 전체 문화와의 연관점이 농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19) 이를 통해 여러 상이한 의미층위와 관찰을 연결시키고 조합한다면 대상지의

문화 속에서 특정한 패턴이 가지는 의미체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화경관 패턴을 분석하는 요소는 물리적 요소 활동적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 요소에 있어 문화경관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평면적 공간과 입체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20) 즉 평면적으로 바라본 도시 공간은 도시 구조적 측면을 뜻하며 입체적 공, ,

간은 길 광장 및 외부 공간 건물의 내 외부를 포함한다 또한 평면적으로 바라본 도시 공, , · . ,

말하며 이를 물리적 흔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참고, . . J, Zeisel, Inquiry by Design, Monterey, California :

Brooks/Cole Pub. Co. 1981.

17) 예를 들면 라는 지점에서, A 일어나던 활동이 더 이상 이곳이 아닌 라는 지점에서 일어날 때 이러한 사건의 이유를B

추적한다면 와 라는 공간을 둘러A B 싼 의미체계의 변화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8) 내용의 유사함이라는 개념으로 그것들을 분석하여 패턴을 추출해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는 패턴을(C. Alexander)

발견하고자 한다면어떤 특정한 유 의 장소를 이루는 궁극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비 반복적인 요( ( ) ),類

소를 먼저 제거하여야 하며 공간 구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참고. . C. Alexand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4, p.84.

19) 문화의 한 부분은 전체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클리포드 기어츠 의 중층기술은 본 연구를 위한 중(Clifford Geertz)

요한 방법론적 전제이다 참고 앞의 책. . C. Geertz, , 2009.

20) 이세진 홍대 앞 문화경관 패턴 해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쪽“ ”, , 2009, 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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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우리가 접하는 도면과 같이 한발 물러서서 도시 밖에서 바라본 도시 구조 전반을 그리,

고 입체적으로 바라본 도시 공간은 우리가 도시 공간 안에서 바라본 경관의 세세한 모습을 포

함한다 활동적 요소는 물리적 요소 위에 머무는 사람의 활동 및 행태 교류를 통해 맺는 사. ,

람들의 관계를 포함한다.21) 하지만 문화경관을 분석하고 해석함에 있어 이들을 구분하지 않

고 총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경관 패턴을 분석하는 요소로서.

이들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며 다만 대상지에 나타나는 문화적 패턴을 충족시키는 문화,

경관을 평면적 입체적 활동의미적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 / ( 1).

문화경관 패턴
물리적 공간

활동의미적 공간/
평면적 공간 입체적 공간

접근방식 통시적 공시적, 공시적 공시적통시적( )

표 01 문화경관 패턴의 접근방식.

마지막으로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 그 자체는 본 연구의 방법론적 틀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

라 문화경관에 대한 자료를 그 패턴을 발견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문화기술학적 연구 방법인 제임스 스프래들리 의 연구방법을 토대로(James Spradley)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했다.22)

21) 문화경관의 인자로서 물리적 요소와 활동적 요소의 구분은 경관의 한정적 범역에 가까운 장소에 대한 연구를 참고

한다 이규목은 랠프 와 칸터 의 이론을 참고하여 이십여 개의 옛 중세도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 (Relph) (Canter)

회문화적 요인과 그 의미 이들 도시 속의 시각적 대상들교회 성당 시장광장 성곽과 정문 가로 등의 특징과 여, ( , , , , )

기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 세 가지 장소의 구성 요소 즉 물리적 활동적 의미적 요소를 통해 고, , · ·

찰했고 이를 토대로 도시경관의 특성을 도출했다, .

22)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의 연구과정 부분에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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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의 과정3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은 사람의 행동이나 사건들 중에서 조사 목적에 필요한 것을 관찰하

고 기록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공간과 사물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하여 그 내면의

의미나 이를 둘러싼 체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

보고 관찰을 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화경관은 물리적 형태와 사람들 간의 행위와 활동.

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에 관해 특별한 목표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

연구에서는 문화기술학적 연구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제임스 스프래들리의 서술적 의문

매트릭스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구성했다 표( 2).23)

공간 구조물 행위 행위자

공간 모든 장소를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가?

구조물에 의해 공간이

구성되는 방식은?

행동에 의해 공간이

구성되는 방식은?

활동에 의해 공간이

구성되는 방식은?

구조물 어디에 구조물이

위치하는가?

모든 구조물을 묘사할

수 있는가?

행위에 구조물이

사용되는 방식은?

행위자들이 구조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행위활동/ 어디에서 행위들이

일어나는가?

사물의 사용과 행동이

관련되는 방식은?

모든 행위들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가?

행위자들이 행위를

표출하는 방식은?

행위자 어디에 행위자들은

자리를 잡는가?

구조물이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방식은?

행동이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식은?

모든 행위자들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가?

시간 어디에서 시간 구획이

발생하는가?

사물이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방식은?

행동이 어떻게

시간별로

나누어지는가?

행위자들이 언제

무대에 등장하는가?

목적 어디서 목적들이

추구되고

성취되는가?

구조물이 목적추구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행동이 목적추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행위자들이 어떻게

목적에 영향을

받는가?

감정 어디에서 다양한

감정상태가

이루어지는가?

사물이 감정을

유발하는 모든

방식은?

행동은 감정에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가?

행위자들은 어떻게

감정에 의해 연류

되는가?

표 02 서술적 의문 매트릭스

23) 단순한 문화연구가 아닌 문화경관 해석이라는 목적에 맞게 스프래들리 의 개의 서술적 의문 매트릭(J. Spradley) 81

스를 수정 축소하여 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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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도구인 이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데는 단계의 분석으로 이어진다 그림 즉 카테3 ( 3). ,

고리간의 상호관계를 들추어내는 영역분석 이들의 유형을 보여주는 분류분석 그리고 다른, ,

카테고리들과 관련된 각기 다르며 조화를 이루는 속성을 보여주는 성분분석이다 각 관찰의.

마지막 단계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관찰이 이루어지며 서술관찰집중관찰선별관찰 각 관찰( / / ),

단계에서 각기 다른 스타일의 질문이 행해진다 매트릭스구조적대조적( / / ).

그림 04 단계적 연구 방법(Spradely, 1980).

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관찰하고 면담하고 기록하고 조직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그 과정, , ,

을 통해서 통시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다음의 다이어그램은 각 단계와 행위가 서로 짜.

이는 순환적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

그림 05 단계와 활동이 엮인 순환적 연구과정(Spradely, 1980).



- 22 -

서술적 관찰로부터의 영역분석1.

서술적 관찰은 질문 매트릭스의 각 항목 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행해진 후에 추

구된다 영역분석은 현장연구에 있어서 첫 번째 분석이며 이는 현장연구자로 하여금 전체에. ,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발견해 내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패턴을 파악하고 부분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각 자료들간의 관계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기 때.

문에 현장연구자는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사물 장소 그리고 행위에 대해 사람들에 의해 부여, ,

되는 의미와 그것들의 관계를 발견해 내야 한다 이러한 영역분석의 목적은 먼저 문화적 영역.

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는 집중관찰의 대상으로 이어진다, .24)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가로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물로 주택건물과 가로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표 하지만 몇몇 관찰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영역들이 다소 복잡하게 구성된( 3).

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로 공간에는 주택건물과 가로라는 두 개의 구조물 이외에도.

차양 좌판과 간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상점과 매장들 등 다양한 구조물들이 그만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구성되어있고 또한 그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도 시간과 목적 그리고 행위에, ,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표 이처럼 서술적 관찰을 통한 영역분석은 점차 연구가 진( 4).

행될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공간 영역을 구분하고 문화경관을. ,

해석하기 위해 공간과 구조물 그리고 행위자들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역분석은 대상지의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

나타나는 패턴을 탐색하는데 그 유용성을 획득할 것이다.

구조물의 종류 (1) 차도, (2) 보도, (3) 건물내부

표 03 영역분석 구조물의 종류 일반생활가로: -

구조물의 종류

(1)
점포상점( ),

(2)
차양,

(3)
건물,

(4)
건물전면형태,

(5)
좌판진열대( ),

(6)
교통표지판,

(7)
안내판,

(8)
현수막,

(9 )
광고메뉴판/ ,

(10)
가로수,

(11)
간판,

(12)
계단출입구/ ,

(13)
주차된 차량,

(14)
이동 중인 차량,

(15)
공사차량,

(16)
쓰레기 수거 차량,

(17)
테라스,

(18)
야외테이블

표 04 영역분석 구조물의 종류 신사동 가로수길: -

24) J.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tson, 1980, pp.85-8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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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분석과 성분분석2.

집중관찰은 영역분석 후에 이루어지며 현장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의 전략이 있다, .

이는 내부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 실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화기술,

학자들은 이들의 절충안을 채택한다 그들은 전체로서 대상지에 대한 표면적 이해를 획득하려.

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몇몇의 선택된 영역을 연구한다.25)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먼

저 대상지에 대한 표면적 이해를 통해 선택된 영역을 연구하며 문화경관 패턴으로 나타나는,

공간과 구조물 그리고 행위행위자를 선택하여 관찰한다/ .

다음으로 분류분석의 목적은 사물이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조직화되고 분류되어지는지를 조

사해서 추출되는 문화적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분류분석의 다음의 과정을 종합한다. ; (1)

분류분석을 위해 영역을 선택하는 것, (2)같은 의미론적 관계에 기초한 유사성을 찾아내는 것,
(3)좀 더 크고 많은 영역을 탐구하면서 그 부가적 한계를 찾아내는 것, (4)시험적 분류를 설정

하는 것, (5)분석을 검토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찰을 행하는 것, (6)완성된 분류를 설정하는 것.

이러한 분류분석은 현장에서 새로운 관찰로 이어지며 순환과정 을 통해 조금 더, (feed-back)

집중적인 관찰로 되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영역의 넓은 표면으로.

부터 문화경관 해석의 초점 내에서 몇몇 영역의 세부적 분석으로 옮겨간다 여기서 각 영역은.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유사함은 물론이고 상이함으로부터 도출된다 이와 같은 선택적 관찰의.

목적은 상호 관련된 항목들의 각기 다른 속성을 찾아내는 것이며 성분분석은 이러한 관찰로,

부터 얻어지는 마지막 산물로서 문화적 카테고리와 연합된 조화적 속성에 대한 체계적 탐구이

다.

모든 사물과 활동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사람들에 의해 조직화되고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영.

역분석 후 각 영역이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문화연구에 있어,

서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분분석은 이러한 영역들이 독립적으로 형. ,

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상호 관련된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분석에 있어서 구조물을 그것이 갖는 고정가변의 특성. /

에 따라 분류한다면 결과는 이는 분류분석이 된다 표 이에 또 다른 영역을 추가하여 여기( 5). (

에서는 시간 이것을 분류분석과 관련시킨다면 이는 그 속성과 다른 영역간의 관계를 들추어)

내는 성분분석이 된다 이처럼 성분분석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의 내용을 점점 더 복잡.

25) 앞의 책J. Spradley, ,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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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치밀하게 만들며 문화경관에 내재된 의미로 이끌게 된다, .

구조물의 종류 점유된 시간

고정

(1) 건물, (2) 상점매장소비공간/ ( ), (3) 현관계단,
(4) 차양받침대, (5) 테라스, (6) 교통표지판,
(7) 가로수, (8) 횡단보도, (9) 간판,

항상

반고정
(1)

차양,
(2)

현수막,
(3)

홍보물,
(4)

발렛파킹 대기소 항상 때때로,

가동성

(1)
셔터,

(2)
유리문,

(3)
상품더미,

(4)
안내판,

(5)
접을 수 있는 차양,

(6)
주차되어 있는 차량,

(7)
공사차량,

(8)
홍보물

때때로

움직이고 있는 것
(1)

주행 중인 차,
(2)

쓰레기 수거 차량,
(3)

경찰차 순간

표 05 성분분석 구조물의 종류:

이러한 구조물의 영역에 있어서 차양 전면형태 건물의 전면형태 그리고 테라스 등을 선택, ,

적으로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상지의 여러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이며 대상지 전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독특한 공간의 연원이 된다 차양 건, . ,

물의 전면형태와 테라스와 같은 구조물은 대상지의 공간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

나며 이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전달된다 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종류는, .

다른 영역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

종류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자 그룹의 종류 공간에 대한 시간의 영향 등이다 이는 이러한 영, , .

역들이 대상지를 차지하는 하나의 공간이자 구조물이며 사람들이자 그들의 활동이라 볼 수, ,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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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방법론적 틀 구성4

방법론의 전제1.

기어츠의 중층기술1)

문화기술학적 방법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적인 노력이다 기어츠. (Geertz)

는 이를 중층기술 의 작업이라고 불렀다‘ (thick description)’ .26) 기어츠가 주장한 중층기술

은 문화의 한 부분이 전체 문화와의 연관점이 농축되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여러 상이한 의미층위와 관찰층위를 연결시키고 조합한다 특정한 사회적 행위가 그 행.“

위자들에게 갖는 의미 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그 행위가 놓여있는 사고체계나 표상구조를” ,

추적하고 문화 속에 침전되어 있는 심층의미를 밝혀낸다, .27)

본 연구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경관 패턴의 발견 문화경관 패턴이 형성 발전되어 온, ·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이를 통한 전체적인 문화경관 패턴들이 맺고 있는 관계 문화경관 패, ,

턴의 의미와 맥락 관계를 통해 나타난 대상지의 문화경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 .

해 대상지의 문화경관이 지니는 특성은 각 문화경관 요소들에 농축되어 나타나며 각 문화경, ,

관 패턴이 지니는 의미와 맥락은 다시 전체 대상지 문화경관의 관계와 맥락이 반영된다고 전

제한다.28)

26) 예컨대 오른쪽 눈의 눈꺼풀을 황급히 수축시키고 있는 두 명의 소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명의 경우는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었으며 다른 한명의 경우는 친구에게 보내는 음모의 신호였다고 하자 이 경우 이 두, . ,

개의 동작은 그 자체로 보았을 때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즉 카메라식의 또는 현상적 관찰에만 의한다면 이 두 개. ,

의 동작 중 어느 것이 윙크이고 어느 것이 눈의 경련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 행위들은 모두 한 소년이 빠르게 오. ‘

른쪽 눈꺼풀을 수축시키고 있다 라는 기술될 수 있지만 이 현상기술 에는 눈의 경련 음모의’ (thin description) ‘ ’,‘

의미인 윙크 이라는 다양한 의미 층위가 있다 참고’ . . Geertz, C. Interpretation of Culture 문옥표 역, 1988, ,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 , 2009.「 」

27) 참고 김창준 텍스트로서의 문화 기어츠의 해석인류학에 대한 소고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 : ”, , Vol.21, 2009,「 」

p.257-278.

28) 문화기술학적 방법의 특성으로 첫째 그것은 해석적이며 둘째 그것이 해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흐름이며 셋, , , ,

째 여기서 해석이란 그러한 대화가 소멸되어버리지 않도록 그 중 말해진 부분 을 구출하여 해독 가능한 형태로, “ ”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류학에서는 약간의 추론만이 효과적인데 지나친 추론은 논리적 환상에 빠지거나.

형식적인 균형성에 학문적으로 도취되게 한다 즉 문화이론은 스스로 제약을 받는다 본질적으로 이론 형성 작업이. , .

라는것은 추상적인 규칙들을 성문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층 기술을 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 사례들에 적용되도록 일, ,

반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례들의 내부에서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참고 위의 책. . Geertz, C.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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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적 공시적 연구2) ,

문화와 문화경관의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시간의 축적을 찾을 수 있다 문화를 맥락으로 정.

의하는 현대 이론적 흐름은 문화가 특정 사회의 관계적 맥락 뿐 아니라 시간의 맥락도 포함한

다 시간적 분석은 시간 경과에 따라 문화경관이 진화해 가는 과정을 윤곽을 잡는데 필연적이.

며 독특함의 근원을 살펴보고 사용자와 관찰자간의 불일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현재, ,

의 형태를 되돌아보거나 한 가지 경우의 특이한 형태를 기록 유지하는 것에 이용된다, .29) 시

간적 분석의 원천은 구청이나 집단의 기록문서 면담에 의한 개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신문, , ,

잡지 또는 보도매체 인터넷 상의 개인적인 기록 등이 된다 무엇이 일어났고 언제 일어났는, . ,

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

에서는 대상지를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연구한다.

한편 경관은 바라보는 대상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상지를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 . ,

한다 거시적 국면에서 가로수길을 포함한 신사동 일대 주변을 미시적 국면에서 현재 가장. ,

많은 유동인구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문화적 특화가로로서 신사동 가로수길의 문화경,

관 영역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신사동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한다.30)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3) ,

경관은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경관과 이를 지각하고 체험하는 보는 자로서의 사람이 존재하

므로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경관을 본다는 것에는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존.

재한다.31) 다시 말해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인간의 환경적 체험에 대.

29) 앞의 논문H. B. Lee, , p.8.

30) 이석환 은 대학로의 장소성 연구에 있어 어떤 대상을 장소로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보다 넓은 거시적(1998) “

차원과 그 장소내의 미시적 차원에서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해야 그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고 했다 참.” .

고 이석환 도시 가로의 장소성 연구 대학로의 장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 1998.

31) 경관은 본다 는 과정을 통해 보이는 대상과 보는 사람의 관계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관연구에 있어 경관‘ ’ .

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다 는 과정을 지각과 인지로. .‘ ’

나누어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직접 지각을 통해 들어오는 객관적인 감각자료와 지각의 결과로 인지된 인지도 및

선호도 만족도 등에 집중한 분석적 태도와 실증주의적 관점이 있다 이에 반해 본다 는 과정을 총체적, . ‘ ’ (holistic)

태도에서 체험한다 는 현상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인간의 환경적 체험에 대한 서술적이고 해석적 연구에 관심을‘ ’

둔 제체론적 관점이 있다 참고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 ) . . , , : , 2002, p.126-127.全體論的 「 」



- 27 -

한 서술적이고 해석적 연구에 관심을 두는 총체적 입장이기도 하다.32)

현상학은 진리에 대한 인간의 철학적 과제와 사명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현상이.

나 가상에 머무르지 않고 본질 현상 내지 진리의 드러남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며 있, ,

는 그대로 현상학적 직관과 반성을 통해 맑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인간경험이나. ,

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와 그가 속한 맥락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해석들을 통해 이루

어진다 따라서 현상학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하이데거 의 해석학은 통상적으로. . (Heidegger)

해석에 대한 학문이란 의미를 벗어나 현존재의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 보이는 실존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인간의 행동과학과 의미를 이해하는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학은 현존재를 현사실성 속에서 포착해야한다. .

이처럼 해석학적 현상학은 현상학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나는 그 자체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도 학문적으로 전달되려면 반드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해석’ .

학적 현상학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내재되어있는 의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세계의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을, ,

통해서 체험된 근원적인 지각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 세계를 그대로 해명하여 의미를 발견하고

자 하는 세계 보기의 한 방식으로 신체가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격적 자아의 실천적 삶을 위,

해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은 다른 인격적 자아들의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다

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있다.

경관은 체험하는 대상으로 시각적 요소이외에 촉각 청각 그리고 공감각적 요소 전반을 포, ,

함한다 그러므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은 대상지의 공간적 주체들의 언어 신념 문화. , ,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공유하며 대상자가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 체험의 의미,

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총체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경관의 해.

석에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2) 앞의 책 이규목,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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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및 인터넷 블로그 조사4)

현재 신사동 가로수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행태를 총 부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분120

석했다 또한 다른 특화가로 혹은 상업가로 와 차별화되어지는 형태를 유형화해 가로수길의. , ( )

정체성을 만드는 행태의 개별적 이유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최근 다양한 공간의 중요한 홍보.

전략으로 떠오른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를 분석했다 소위 맛집 탐방 기록 이. ‘ ’

유행 하면서 새롭고 독특한 음식점이나 숨겨진 음식점 등을 발굴해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맛집 혹은 카페 에 관한 사이트가 천 여 개가 넘. ‘ ’ ‘ ’

고 게시물의 수는 백만 건 이상이다 그 중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한 개인적인 탐방 게시물, 2 .

의 수는 천 건에 이른다 이들은 가로수길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 감상과 사진 기본정보 구7 . , ,

체적인 장소 등을 통해 자세히 기록해 개인 소비자의 방문 공간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다 실제로 온라인 평가가 개별의 공간 뿐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 운영에도 변화를 시키기도.

한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강요받지 않으며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 , .

하지만 한 공간에 대한 다수의 다양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가로수길 방문자들의 활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33) 인터넷 검색은 매일 업데이트됨에 따라 년2011

월 일 일률적으로 조사했다 대상지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가로수11 30 . ,

길에 있는 특색있는 상점 및 카페 레스토랑에 대한 소개와 리뷰 그리고 매력적인 가로로 소, ,

개되는 뉴스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장소추천과 장소 찾기 길 찾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 , ,

고 있다.

구 분
대상지 관련 게시물 수

인터넷 뉴스 개인 블로그 지식검색

다음 938 15,933 531

네이버 1,140 15,404 98

네이트 1,094 10,126 263

Total 3,172 41,463 892

자료 다음 네이버 네이트: , ,

표 06 신사동 가로수길 관련 인터넷 카페 및 개인 블로그 현황

33) 인터넷 검색은 매일 업데이트됨에 따라 년 월 일 일률적으로 조사했다201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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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의 틀2.

대상지의 문화경관 해석을 위해 문화기술학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앞서 고찰한 연구의 방

법론 즉 서술적 관찰을 시작으로 분류분석과 성분분석으로 이어지는 문화기술학적 방법이, ,

어떤 단계를 거쳐 문화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이면의 의미체계에 대한 이해로 이끄는가를 보여

주고자 한다 먼저 서술적 관찰은 연구대상지의 통시적 공시적 현상에 대한 기술이라고 볼. , ,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문화경관 연구의 방법론적 틀 안에서 영역분석 즉 패턴의 발견 단계. ,

로 이어지며 이는 선별되는 집중관찰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일종의 문화경관 패턴으로서, .

각 패턴영역이 어떻게 관계되어지고 분류되는지에 대한 패턴 분석 분류분석과 성분분석 을, ( )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카테고리간의 내용의 유사함 즉 상호관련성을 들추. , ,

어내고 어떤 시간에 어떤 구조물에 둘러싸인 어떤 공간에서 어떤 행위자 그룹이 어떠한 이, , , , ,

용 및 생활 패턴을 보이는 가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다 이는 문화경관 패턴 해석을 위한 기.

본단위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석의 단계로 이어질 것이다, .

현상기술1)

문화경관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의 문화경관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하기 이전에 앞서 문화경관이 어떠.

한 과정에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발현되고 형성되어왔는가에 대한 서술의 과정이다· .

이는 모든 관찰행위를 포함하며 각종 문헌자료 및 인터뷰기록 등이 해당한다 이것은 연구, .

대상지에 대한 통시적 접근을 수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통시적 접근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변화 발전되어온 문화경관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 ,

는 시간의 축적이며 동시에 하나의 유형으로서 패턴, (pattern)34)의 개념35)에서 나타나는 시

간의 축적과 같다 또한 이는 라틴어 에서 파생한 단어로 재배 경작의 의미에서 학습. cultura ,

에 의해 소속하는 사회 사람들의 집단 로부터 습득 전달받은 생활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되는( ) ,

문화 의 개념이 담긴 시간의 축적이다(culture) .

34) 알렉산더는 이를 전형적 이라 표현했다 참고 이세진 홍대앞 문화경관 패턴 해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type) . . ,“ ”,

문, 2009.

35) 와 패드 는 일시적 유행으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좁은 지역에서 유행되는 것을 칭할Fad Trend. (fad)

수 있다 패드가 널리 확산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 하나의 유형인 트렌드 로 구분된다 패턴. , (trend) . (pattern)

은 하나의 양식 양상으로서 트렌드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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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발견2)

연구 대상지에서 문화경관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는 서술적 관찰을 통해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각 부분들을 이루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연구자의 시각.

에 따른 해석적 접근이다 패턴의 발견은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양상. 36)을 근거로

한다 반복적 양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거나 여러 사람들에 의한 공유를 내포한다 이. , .

러한 공유와 반복에 대한 근거는 알렉산더의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패턴은 전형적. “

이다 사물의 본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패턴은 지금이나 오백년 전(archetypal) . -

이나 인간의 본질 인간행동의 한 부분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37) 라고 표현했다 패턴” .

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관점에 따라 기술된 문화경관에서 비반복적 요소를 제거하고,

도출한 반복적 요소 중 맥락이 비슷한 항목에 따라 분류한다 문화경관 전 영역에 걸쳐 축적.

되어 나타난 패턴과 특정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패턴 다시 말해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또한 각 패턴은 다시금 집중관찰의 대상이 된다. , .

패턴의 분석3)

문화경관에서 발견한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각 패턴이 어떠한 과정과 요인에 의해 분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여러 개의 패턴이 맺는 관계에 대한 성분분석의 가지로 구성된2

다 이는 패턴 요소들 사이의 의미작용에 대한 분석과 여러 패턴들이 만들어내는 의미 및 가.

치체계에 대한 분석이며 거시적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을 포함한 신사동 일대를 미시적으로는, ,

신사동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문화경관 패턴 영역
거시적 미시적

신사동 일대 신사동 가로수길

분석방식 통시적 공시적, 공시적 공시적

표 07 문화경관 패턴의 분석방식.

36) 우리가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즉 어떤 특정한 유 의 장소를 이루는 궁극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 ( )類

면 비반복적인 요소를 먼저 제거 하여야 하며 공간 구조에 대한 세심한 관찰 이 요구된다,‘ ’ ,‘ ’ . Alexander, 1979,

p.84.

37) 앞의 책, Alexander, 1977, p. x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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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해석4) 38)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바탕 위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현상으로서 드러난 문화경관

의 여러 패턴이 어떠한 과정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문화경관 패턴과· ,

패턴이 맺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경관에 대한·

분석의 종합으로서 문화경관 패턴의 해석 과정이다 즉 문화경관의 독립된 하나의 패턴 혹은. ,

여러 패턴들의 의미체계를 통해 형성한 맥락과 문화경관의 특성 더 나아가 특정 지역의 문화,

경관이 구별되는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다 알렉산더는 건물과 도시에서 그 특질을 밝히기 위. “

해서 우리는 모든 장소들이 그곳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의 특정 패턴들에 의해서

그 장소의 성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고 했다” .39) 이는 곧 문화경관에

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들에 의해 그 문화경관의 성격 즉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해석, ,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경관 패턴을 해석함에 있어 물리적 활동적 의미적 관점. , ,

의 단계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현상기술 패턴발견 패턴분석 그리고 패턴해석의 단계로 나누어지, , ,

며 그 과정에서 앞서 고찰한 문화기술학적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은, . ,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틀을 나타낸 것이다 표. ( 8).

순서 내용구성 연구방법 접근방식

1 현상기술 - 서술적 관찰 통시적 공시적,

2 패턴발견 - 영역분석 통시적 공시적,

3 패턴분석
거시적 국면 분류분석

성분분석

통시적

미시적 국면 공시적

4 패턴해석

물리적 요소

총체적 해석 통시적 공시적,활동적 요소

의미적 요소

표 08 방법론 적 틀

38) 본 연구에서는 경관을 연구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을 분석 해석적 전체론적 관점을 해석 으로 개념을 정립했‘ ’, · ‘ ’

다 참고 이규목 앞의 책 쪽. . , , 126~127 .

39) 앞의 책, Alexander, 1979,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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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신사동 가로수길 공간적 특성3

제 절 위치 및 범위1

본 연구의 대상지인 신사동 일대는 지리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한강을 향하고 있다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는 이렇게 남쪽에 강남의 평지대를 두.

고 북쪽에 한강을 둔 형태로서 부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포함한 평지를 이룬다 지리적으로.

남쪽의 도산대로 서쪽의 강남대로 그리고 북쪽과 동쪽으로 각각 압구정로와 논현로에 둘러,

쌓여있다 그 중 중간부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지금의 가로수길 도산대로 길 압구정로. ( 13 ~ 12

길 은 한남대교 신사역 에서 동호대교 압구정역 사이에 형성된 전반적으로 완만한 평지 중간) ( ) ( )

에 형성된 도로이다.1) 대상지의 북쪽 경계인 압구정로를 건너면 미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위치하며 동쪽으로 압구정동까지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대에 주택가와 논현로를 따라 성형외,

과를 비롯한 상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부터 신사사거리까지 강남대.

그림 06 신사동 가로수길의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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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따라 과거 유흥업소가 즐비하던 곳으로 현재는 다수의 숙박업소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

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도산대로를 따라 대형 빌딩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너머로 부분적으로. ,

상가와 주택밀집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07 연구의 거시적 범위와 미시적 범위

본 연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역을 개관하되 신사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그 문화경관,

을 해석했다 즉 연구의 미시적 공간범위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이며. , ,2) 거시적으로는 가로

수길을 포함한 신사동 지역 일대를 포함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통시적으로 가로수길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공시적으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이다, 2010 3 2012 9 .

01) 주거지 사이에 형성된 이 도로 양편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오늘의 가로수길 상권의 중심이 된다.

02)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에 위치하며 가로의 총 길이는 이며 가로 폭은 이다530~ 537 , 680m ,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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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대상지 선정 배경2

본 연구는 도시의 가로와 문화라는 두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다 특히 도시정체성에. ,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화가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서울의 공간 중 하나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특화가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신사동 가로수,

길을 대상으로 그 문화경관을 해석한다.3)

그림 08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수길에는 동양적 요소와 이국적 풍경이 뒤섞여 있다. .

다른 의미에서 신사동 가로수길은 눈여겨 볼 대상임이 분명하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주거로.

서도 상업적으로도 불리한 공간으로만 인식되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생적 활성화를 통

해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곳은 처음에는 골동품과 고미술을 취급하는 상가였다가 화랑거리로.

변했지만 내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한산한 길이었다, .4)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처럼 가로

03) 서울의 문화특화지역을 연구한 라도삼은 문화특화지역을 예술적 자원의 입점으로 비롯된 문화적으로 특화된 지역이

라 정의 했으며 서울의 문화특화지역을 예술자원밀집형 선도적문화활동형 문화적 경관형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하, , ,

였다 참고 라도삼 문화특화지역의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 중 신사동. . ,“ ”, , 2010.

가로수길은 세 가지 특성이 교차되는 엄밀한 의미에서 특화가로라 정의할 수 있다.

04) 이경훈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서울 푸른숲 쪽 저자는 서울에서 도시적 걷기 를 가장 잘 느낄 수, , : , 2011, 3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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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 같, .

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시설이 발달한 것도 아니며 백화점도 가까이 있지 않다 또 근처의 압, . ,

구정 도산공원처럼 외국 명품 매장이 몰려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 년간 화랑거리를. 20

시작으로 제 의 충무로 디자이너의 거리 등으로 불려온 가로수길에는 다양한 문화의 흐름이2 ,

담겨있다 년대에 자리 잡은 갤러리에서부터 년대를 몰아쳤던 디자이너 매장과 앤. 1980 1990

티크 가구점 그리고 최신 유행의 패션숍과 음식점까지 이 모든 것이 가로수길에는 존재한다, .

그림 09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수길에는 옛것에 대한 아련함과 최신 유행이 뒤엉켜 있다. .

처음에는 그저 신사동과 압구정동을 잇는 보통 길이었던 이곳에 차곡차곡 쌓인 문화경관들

은 어느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지금도 만들어진다 이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살고, .

있는 사람들 또는 그곳의 문화경관을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참여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필요

와 욕구에 의한 물리적 문화적 흔적에 대한 해석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상업공간으로서 도시의 공간이 변화해나가는 과정을 읽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다른 도시 공간의 이해에 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즉 오랜 시간에 걸, . ,

쳐 형성된 가로를 따라 늘어선 상점과 음식점들에 의해 전유되고 형성된 신사동 가로수길의

문화경관은 단순히 도시 속의 물리적 형태를 차지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석

은 메트로폴리탄 서울이 나아갈 지향점에 대한 실험으로도 작용할 것이다(metropolitan) .

있는 곳이 바로 가로수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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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신사동 가로수길의 공간특성3

물리적 특성1.

대상지 일대의 도로체계를 살펴보면 가로수길을 포함하는 지구의 남쪽과 서쪽으로는 50m

폭의 간선도로인 도산대로 남 와 강남대로 서 가 지나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폭의 보조( ) ( ) 30m

간선도로인 압구정로 북 논현로 동 가 지난다 그림 중앙에 가로수길이 북동 남서 방향( ), ( ) ( 10). ~

으로 형성되어 블록을 개로 나누는 형태로 형성된다 주요가로인 가로수길이 중앙에 의2 . 15m

폭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폭의 가로들이 가로수길과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8m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 10 가로수길 인근 도로체계

대상지 지역의 교통접근성을 살펴보면 호선 신사역과 압구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가로, 3 ,

수길 중앙을 기준으로 떨어져있다 버스는 전체 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676.5m . 28 ,

중 간선이 개 지선이 개 광역이 개이며 가로수길의 중앙을 기준으로 버스 정류장까지20 6 , 2 ,

의 평균거리는 약 이다41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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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 스

호선신사역3 ( )
전체 간선 지선 순환 광역 마을

18 12 3 - 2 1

표 09 신사동 교통 접근성

그림 11 가로수길 일대 대중교통 체계

또한 신사동 일대는 년대 계획된 주거지 형태로 길을 중심으로 병렬식 구조로 필지가, 1970

늘어선 유형이며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축물의 창과 문은 모두 길을 향해 나 있다 개발 초기, .

건축물들은 층의 주택용도로 지어졌다가 상업용도로 전화하여 사용되고 있고 년경1~2 , 2002

재개발 된 건축물은 가로의 상업적 요구에 따라 층의 상업용 건축물로 지어졌다 이때부5~6 .

터 지어진 몇몇 건축물은 필로티를 이용한 주차장 혹은 외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획일성을 탈

피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년 건축 용적률이 에서 로 낮아지면서 토지 주인들. 2003 300% 200%

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한두 채가 이어진 작은 대지들이 층의 건축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6 .5)

현재 가로수길에 면해 있는 건축물은 층부터 층까지 다양하다 대상지 일대의 건축물의1 11 .

높이를 살펴보면 층이 대부분으로 저층형의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층이3~5 (65.3%) . 3

층이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층의 중층 건물도25.6%, 5 22.4% , 6~10 14.1%

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표( 10).

05) 참고 이양희 신사동 가로수길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쪽. ,“ ”, , 2009, 53 .



- 38 -

구분 개수 퍼센트(%) 구분 개수 퍼센트(%)

층1 23 1.9 층6~10 175 14.1

층2 172 14.0 층11~15 2 0.1

층3 317 25.6 층이상16 0 0.0

층4 245 17.3 기타결측( ) 57 4.6

층5 278 22.4 계 1240 100.0

자료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표 10 신사동 일대 건물들의 높이

일반적으로 가로에서 인간이 느끼는 편안함과 공간감을 수치로 측정하기 위해 가로 폭과 건

축물의 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방식을 따라 건축물의 평.

균 층수를 산정하여 가로 폭원과 비교했다.6) 대상지의 주요 가로인 가로수길을 선정하여 산

정했다 가로수길 의 경우에는 동측편이 서쪽에 위치한 면이 의 비율로 나. (14m) 1.10:1, 0.95

타나며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는 동측보다 서측의 건축물이 층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표, 0.5 (

11).

구분
건축물높이(m)

가로폭(m) 가로폭 건물높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평균층수 평균높이

가로수길
동측 1 15 4.26 12.77 14 1.10:1

서측 1 7 4.89 14.67 14 0.95:1

자료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표 11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 폭과 건축물 높이

대상지 지역의 건축물 건축연도를 살펴보면 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이 로 최근, 1990 63.4 ,

년 이내 지어진 건축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년대 지어진 건축물이 로 가20 . 1990 41.5%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로 비교적 높은 분포도, 1980 23.1%

를 보인다 표( 12).

06) 건축물 높이의 경우 층수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의 층고는 일률적으로 로 산정하여 계산했다, 1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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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수 퍼센트(%) 구분 개수 퍼센트(%)

년도이전1960 0 0.0 년1991~2000 514 41.5

년1961~1970 1 0.1 년 이후2000 272 21.9

년1971~1980 110 8.9 기타결측( ) 56 4.5

년1981~1990 287 23.1 계 1240 100.0

자료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표 12 신사동 일대 건물들의 건축연도

다음으로 이들 건물들의 용도를 살펴보면 주거용도가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41.8%

표 그 외 근린생활시설이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실이 의 비( 13). 32.2% , 14.6%

율로 부포한다 또한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제 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 종 일. , , 2 , 1

반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층 이하 제 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일부 포함한다 학동로, 2 (7 ), 3 .

와 논현로가 만나는 주변지역은 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1 .7)

구분 개수 퍼센트(%) 구분 개수 퍼센트(%)

단독주택 105 8.5 공중위생시설(1000m
2
이상) 2 0.2

다가구주택 318 25.6 숙박시설 4 0.3

연립주택 6 0.5 교육연구시설 2 0.2

다세대주택 75 6.0 체육시설기타( ) 2 0.2

아파트 15 1.2 의료시설시술 조산원( , ) 2 0.2

사무실 181 14.6 차량관련시설 2 0.2

위험물저장시설 1 0.1 기타결측( ) 22 1.8

근린생활시설 399 32.2 - - -

식품위생시설 48 3.9 계 1240 100.0

자료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표 13 신사동 건축물 용도

또한 지역의 활성화는 입주하기를 원하는 업체의 증가로 인해 지가의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지가는 지역의 활성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하지만 임대료는.

07) 강남대로 도산대로 언주로 가로변은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논현로 학동로 가로변은 일반 미관지구로, , , , ,

지정되어있다 이 밖에 압구정로 가로변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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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로 지가를 판단하기로 한다 표(

14).

연도
가로수길 내 공시지가 현황천원( /m2)

548 530-3 534-25 538-9 541-10 545-25

2001 6,000 6,000 3,160 3,870 3,380 3,160

2002 6,200 6,200 3,310 3,890 3,480 3,270

2003 7,590 7,590 4,410 5,120 4,680 4,320

2004 8,420 8,420 5,280 5,270 5,610 5,150

2005 8,630 8,630 5,730 5,780 6,130 5,810

2006 10,000 10,000 6,880 6,880 7,380 6,790

2007 11,500 11,500 7,610 7,680 8,280 7,540

2008 13,800 13,800 8,480 8,210 8,840 8,370

2009 13,600 13,600 8,080 8,120 8,730 8,000

2010 14,300 14,300 8,480 8,590 9,150 8,400

자료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표 14 신사동 가로수길 내 개 지번의 연도별 공시지가6

그림 12 신사동과 비교대상지 공시지가 비교 자료 라도삼(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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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 특성2.

대상지 일대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가로수길을 포함한 대상지 일대의 전체 거주인구 중

대 인구가 가장 많고 특히 대 여성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일대의 인구밀30 , 20 .

도는 명 당 으로 강남구 인구밀도보다 낮고 또한 서울시 인구밀도보다 낮은 것으1,642 (1km ) , ,

로 나타난다 표( 15).

구 분
연령대

총 인구수
대 이하10 대10 대20 대30 대40 대50 대 이상60

남 60 112 130 161 135 95 104 797

여 62 103 213 177 145 106 122 928

합 계 122 215 343 338 280 201 226 1,725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2010.12.31

표 15 대상지 일대 연령별 인구분포

이 밖에 대상지를 방문하는 이용자 현황을 알기 위해 부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분석했150

다 설문조사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총 일에 걸쳐 현장에서 무작위로 가로수길. 2011 7 11 13 3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를 응한 방문자들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세의 여성 방문자가 월등히 많았다 주 소비층에 해당하는 직업군으로는 회사원이 많20-29 .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설문한 결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용자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문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본 결과 다양. , ,

한 거주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가로수길 상권이 광역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서울시내 뿐 아니라 수도권 인근 지방에서도 서울 혹은 강남 방문 시 들리는 관광. , ,

의 목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지별 방문자 밀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에서는. ,

강남구와 대상지 인근지역의 방문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강남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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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신사동 가로수길 방문자 일반특성

설문조사에 응한 방문자의 방문주기는 월 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 방문요일은 금요일이 가4 ,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하지만 평일에도 주말 못지않게 많은 방문자가 대상지를( 14).

찾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문목적을 살펴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가를 보. ,

내기 위한 방문자가 많았고 평일에는 업무관련 혹은 만남을 위한 방문자가 많았다, .8)

08) 신사동 일대는 주말보다 주중의 이용자가 많고 저녁과 야간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다 또한 타 상권과 비교해 대, . , 10

부터 대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은 주말에 방문자가 많지만 주중 또한 많은30 . , ,

방문자가 가로수길을 찾는다 참고 중소기업청 신사역상권조사보고서. . , , 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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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신사동 가로수길 주 방문요일

일반적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금요일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으며 방문 시 시간 내지는 시간 동안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2 4 .

가로수길을 걷거나 개의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가로수길에는2~3 .

가로를 걷는 것 외에 정지하여 쉴 수 있는 공간 즉 앉거나 쉬기 위한 공공의 오픈스페이스, ,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테라스가 갖추어진 카페나 매장에 들어가는 것이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16 신사동 가로수길 방문자의 체류시간

방문자들은 주로 가로수길에 대한 정보를 주위 사람들을 통해 처음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림 이는 인터넷 잡지 등의 매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비해 양질의 정보를 취( 16). ·

득할 수 있다고 여기며 주위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이 실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간,

주된다 이는 가로수길을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처음으로 방.

문한다는 결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가로수길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축척하기에 앞서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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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가로수길을 화두로 정보를 취득하기에 용이할 만큼 가,

로수길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익숙한 화젯거리가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8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한 정보 습득방법

신사동 가로수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만남 을 갖기에 좋은 장소로 여기고 있으며‘ ’ ,

일반적인 상업가로에서 나타나는 만남 보다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에 좋은 장소로 신사

동 가로수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림( 17).

맛집도 많고 쇼핑할 곳도 많고 근처에 브로드웨이 영화관이랑 버스타고 조금만 더 가면 시네시티“ ,

가 있어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가깝고 회사에서도 가기 편하고 강남역은 대학생들이 판치. ,

고 있고 압구정은 한끝 차이지만 좀 멀고 그래서 자꾸 가로수길에서 놀게 되요, .”9)

그림 20 신사동 가로수길 방문목적

09) 참고 인터뷰 대 여 회사원.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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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가생활 유행의 키워드로 도시 와 문화 를 꼽았으며 바쁜 일상에 장거리 여행 보다“2007 ‘ ’ ‘ ’ ,

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찾는 생활형 여가상품으로 서울의 홍대 앞 삼청동 안국동 이태원 등이 다양한, , ,

볼거리와 먹거리로 도시 탐험가들의 발걸음을 끌 것이다.

가로수길은 우리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오래 전부터 일상을 조금 여유롭게 감지하고 싶을 때 찾아“

가는 카페가 있고 고집스런 철학으로 운영하는 웰빙 레스토랑과 소규모 갤러리가 눈에 띄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울창한 가로수가 그득한 거리이며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

을 들고 동료들과 걷기에 안성맞춤인인 골목이기 때문이다 겉멋 든 소년소녀들이 드라마 촬영지를 배.

회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곳에선 회색빛 사무 환경이나 고단,

한 일상에서는 맛 볼 수 없는 독특한 즐거움이 도사리는 거리이다 넥타이를 풀고 핸드백 대신 숄더백. ,

을 매고 찾고픈 골목과 골목마다 어른스런 유희가 가능하다.”10)

회사가 이 근처니깐 동료들하고 식사하고 스타벅스나 다른 카페에 잠깐 가는 정도에요 사람구경하“ .

면서 산책이나 하고.”11)

가로수길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인 신사문화축제 는 강남구청과 가로수길의 건축주들의‘ ’

지원으로 행사가 열린다 가로수길에 위치한 동방컨설팅의 심문보 대표는 신사문화축제는 단. “

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년 월에 열리는 회에서 패션쇼 뿐 아니라 영화 미술 분야를 가미한 좀 더 풍성한2006 10 4 ,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고 한다.” .12)

강남구에서는 가로수길에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년부터 시작된 신사문. 2000 ‘

화축제 는 이곳 가로수길의 주요 문화요소인 의상 미술을 소재로 행사가 진행된다 디자인’ , .

샵 각 매장에서 의상 전시를 하기도 하고 학생작품을 전시하고 벼룩시장을 열기도 한다 화, .

랑이 모여 있는 가로수길 특성에 따라 사생대회를 열기도 한다 년에는 가로수길의 진입. 2005

로를 막고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실시하여 를 주제로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했다‘ECO' .

년 시행한 차 없는 거리는 뷰티관련 브랜드 의 후원과 함께 많은 카페 화랑이2008 ALLURE ,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행사의 기본 컨셉과 각 매장의 아이덴티티가 조화를 이루어 행사,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하여 판매되었다 노천카페 머그포래빗 은 전면부를. (Mug For Rabbit)

10) http://blog.boryung.co.kr/ic/rss/response/57

11) 참고 인터뷰 대 남 가로수길 인근 회사원. . 20 , , .

12) 신진디자이너의 보금자리 신사동 가로수길 디자이너 데뷔 무대 넓어진다 년 월호- / , FashionInsight, 200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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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여 콘서트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년에는 계속해서 모여드는 디자인 관련 업체들의 클러스터를 장려하고 도모하기, 2008

위해 디자인클러스터협회를 상수동과 신사동에 창단했다 년에는 차 없는 거리로 주변. 2009

지역에 동일한 패션 아이템으로 꼽히는 지역인 도산공원 일대와 압구정동과 연계하여 실시하

였으며 패션마켓으로 벼룩시장 의상 학술발표 앙드레김 패션쇼 등을 계획했다, , , .13) 년2010

에는 강남페스티벌과 함께 가로수길의 문화와 예술적 분위기를 이끌어 온 특색 있는 카페 및

레스토랑들과 젊은 디자이너들을 연계한 기획전시가 펼쳐졌었고 년에는, 2012 “Earth &

을 주제로 프리마켓 축제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림Design" ( 18).

그림 22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펼쳐진 각종 이벤트 및 문화축제

또한 가로수길에는 개별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정기적 비정, ·

기적으로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다 각 매장에서 실시하는 벼룩시장과 바자회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관과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주말이면 몰려드는. ,

사람들로 인해 가로수길의 좁은 보도가 더욱더 좁게 보이는 날에는 종종 홍보 목적의 차량이

거리 이벤트를 펼치기도 한다.

13) 참고 이양희 신사동 가로수길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쪽. ,“ ”, , 2009, 13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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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경관 해석4

본 장은 현장연구의 핵심 결과물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집된 자료들을 몇.

번의 분석을 거쳐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화가로라 정의할 수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문화경관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해석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 결, .

과적으로 특화가로의 문화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상기술 패턴의 발견 패턴 분석 그리고, ,

패턴 해석과 같은 단계로 문화경관으로 반영된 대상지의 문화를 이해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해석의 시작 단계에서는 서술적 관찰을 통해 대상지가 다른 공간과 차별되는 공,

간으로 나타난 배경으로서 지리적 문화적 성격과 장소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주목한다 이는, .

대상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문화경관 해석을 이끌어내는 첫

단계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대상지 일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것. ,

이 문화경관 패턴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탐색한다 이는 곧 패턴의 발견이라 일컬을 수 있다. .

세 번째로 문화경관 패턴 분석 단계로서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문화, ,

경관 패턴의 평면적 입체적 그리고 활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 .

사동 가로수길의 문화경관 패턴에 대해 총체적으로 해석한다 앞선 단계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해석의 단계에서는 문화경관 패턴 요소를 물리적 활동적 그리고 의미적 요소로 나누어 문,

화경관 패턴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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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현상기술1

도시개발 이전 지나가는 길목과 나루터 사람과 물자의 유입1) (~1960) : ,

지금의 강남은 원래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과 광주군 언주면 중대면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으

나 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에 편입됐다 한강의 남안에 넓게 자리 잡은 강남지역은, 1963 .

강북 도심에서 가깝게는 먼 곳도 내외의 거리로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자연장벽6km, 15km .

이 되는 한강이 가로 놓여있고 강남과 강북도심을 잇는 연결로가 없어 년 말까지도 한적1960

한 농촌이었다.1) 마찬가지로 농촌의 모습을 간직했던 한남대교가 세워지기 이전의 신사동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 광주군 언주면 신사리였다 당시 주민들은 이곳 지금의 신사사거리에서.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도사대로를 포함하는 곳으로 새말 이라고 불렀다 전주 이씨와 문화‘ ’ .

유씨의 씨족 마을이 형성되었던 이곳은 약 여 가구가 모여 살았고 대부분이 논과 밭 그200 ,

리고 배 과수원이 즐비하던 곳이었다 그림( 19).

한남대교 자리에 나루터가 있어 배를 타고 강북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쌀과 과일 등 농산물을“ .

팔기 위해서도 강북의 한남동과 약수동 시장까지 배를 타고 다녔고요.”2)

그림 23 지금의 신사동 사거리 부근과 옛 신사동 나루터자료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 )

당시 사람들은 농사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워 채소와 과일 재

배를 했었고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서울로 들어가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았다 이를테면 도시, .

근교농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 후 서울의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아직 교통. 6·25

01) 이옥희 서울 강남지역 개발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쪽, , Vol.9, No.1, 2006, 25 .「 」

02) 참고 동아일보 강남 신사동 토박이 모임 새말향우회. , , 199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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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좋지 않았던 때라 서울 시민의 채소공급은 주로 이 일대 내에서 맡을 수밖에 없었다, .

따라서 당시 한강의 남북을 왕래하는 나룻배는 채소 보따리로 가득 찼다고 말한다.

이처럼 도시개발 이전에 신사동은 서울로 드나드는 자리에 잡고 있는데다가 수로로 통해 각

종 물류와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용이했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밭농사가 주로 성행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철도가 부설되면서 이들 마을들은 점차 쇠퇴해 갔다. .

그래서 개발 직전까지도 이 지역은 우마차가 다닐 정도인 노폭 의 소 도로 밖에 없었으3-4m

며 도심과의 연계는 크고 작은 한강나루를 이용하거나 다리를 건너 용산으로 둘러가는 길 밖,

에 없었다.3)

논 밭과 구릉지가 일색이던 이 지역이 부상한 것은 이 시기에 강북에 집중된 도시기능 분,

산 및 국가안보가 맞물려 이루어졌다 전후 폐허 속에 서울로 국민의 이주가 본격화된다 서. .

울시 통계연감에 따르면 년 만 명이였던 서울의 인구가 년 만 명 년62 326 1966 380 , 1970

만 명 년 만 명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표 이로 인해 교통난 주택난 등 주거478 , 1972 600 ( 16). ,

환경이 악화되는 등 도시 문제에 직면하여 인구 분산을 위한 과제로 대도시 주변부에 계획적

인 신시가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년에 남서울 신도시계획안 이 발표됐다. 1966 ‘ ’ .

년 수립된 한강 개발 사업으로 강변 제방도로는 구획정리사업과 함께 건설되고 년1968 , 1969

개통된 제 한강교 한남대교 는 강북도심과 강남의 중심을 이어줌과 동시에 경부고속도로의3 ( )

진입 역할을 하게 됐다 한남대교가 개통되면서 곧장 강남으로 이어지는 길이 뚫렸고 전기도. ,

전화도 들어가 있지 않던 강남 일대에 급속히 전기와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했다.4)

구 분
증가인구수연평균 증가율( )

비 율
전 국 서 울

1960~1965 4,219(2.7) 1,205(6.8) 28.6

1965~1970 2,276(1.9) 1,733(9.8) 76.1

합 계 6,480(2.4) 2,936(8.0) 45.3

자료 서울특별시 시정종합계획: . , 1972~1981『 』

표 16 서울시의 인구 증가 추세 년 단위천명: 1960~1970 ( : /%)

03) 이옥희 앞의 논문 쪽, , 25 .

04) 참고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한울 이옥히 앞의 논문 쪽. , , : , 2007; ,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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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이후 주택지와 구분된 상가의 형성 생활가로2) (1970~1980) : ,

도시개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한편으로는 거주지가 확장되어 강남으로 많은 중산층이 정착

하면서 신사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한강변을 따라 강변.

남쪽으로 선형의 아파트 군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신사동 일대를 포함하는 압구정로 이남지역,

에는 균등한 크기의 지적 구획이 이루어진 단독주택지가 형성된다.

년대 후반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지역이 주도했고 오로지 아파트로만 주택시장이 형1970 , ,

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상업 활동의 핵심공간은 주거지의 분

포에 따라 산만하게 분산되었으며 근린상업시설들은 대부분 블록의 주 진입로 변에 그리고,

백화점이나 종합상가 건물은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위치했다 강남의 개발로 많은 중산층이 강.

남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기자 보다 많은 근린상업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년 한양쇼핑센터가 문을 열었다1979 .6) 그 이후 새롭게 형성된 상권은 결절 점을 중심으로

시내에게 가까운 방향 쪽으로 그 개발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이 지역이 지니는 상업적 의미

는 점차 확대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상가의 발전으로 계속됐다 이러한 계속적인 발전, .

속에 신사동의 내부도로 또한 그 상권이 계속 펼쳐지게 됐다.

년대 이후 신사동을 만든 것 즉 신사동 일대에 본격적인 상가가 조성된 데는 아파트1980 ,

단지가 들어서면서 근린상업시설의 필요가 요구되면서 부터이다 중산층의 이동으로 신사동.

일대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민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 상가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강남대로와 압구정로 그리고 논현로 일대에 상가건,

물을 건설하게 된다.7) 지금의 가로수길 양쪽으로도 소규모의 상가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비

교적 규칙적인 형태의 상가 조성으로 가로수길으로의 모습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후.

보다 본격적인 상가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상업형태도 변화가 왔다, .

05) 윤주현 강미나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 , , 2005.「 」

06) 이양희 신사동 가로수길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쪽,“ ”, , 2009. 26 .

07) 본 연구의 대상지 북쪽 한강변에 형성된 미성 현대아파트를 배경으로 압구정로변에 근린상가가 형성되었고 현대, , ,

백화점이 입점하면서 압구정로 이남으로 상권이 점차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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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와 퇴페윤락으로 대표되는 문화3) (1980~1990)

도시개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다른 한 편으로는 강남이 개발되고 인근 업무지역으로 출퇴

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소로 발전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8) 특히 신사사거리, 9) 일대는 신사동 제비 라는 말이 있을 정‘ ’

도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등이 밀집한 향락문화의 본거지였다.10)

신사동과 카바레는 적절한 짝패가 되고 있다는 세간의 통념을 이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동종업소는“

한데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경제학 상식에 대한 충실한 반영 때문인지 신사동에는 카바레가 많다.”11)

얼른 눈에 띄는 카바레만 해도 서울카바레 궁전카바레 첫사랑카바레 중앙카바레 그리고 신사카바레“ , , ,

등이었다 그 중 층짜리 건물의 층과 지하에 중앙 카바레와 신사카바레가 동시에 영업 중인 것은 장. 3 3

한 느낌조차 들게 한다.”12)

카바레로 대표되는 신사사거리 일대 초기의 상업 형태는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된 상업 중 하

나가 바로 이러한 클럽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흥문화와 퇴폐윤락문화는 그 이면의 골목.

을 따라 형성된 먹거리 문화와 함께 년대 신사동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문화였다1980, 90 .13)

08) 도시개발 이후 서울의 상권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시기 새로운 유흥가로 자리 잡은 신사동 일대에

는 호텔 개를 비롯해 카바레 개 나이트클럽 개와 대지 천 평이 넘는 대형음식점만도 여개가 자리하고 있었5 9 , 5 20

다 참고 매일경제 시장이 달라진다 이 밖에도 다수의 매체에서 신사동의 이와 같은 유흥가의 형. . , , 1983.01.21.「 」

성과 퇴폐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참고 동아일보 거리의 사랑방 포장마차 경향신. . , . 1985.08.02;「 」

문 세밑 유흥업소 퇴폐쇼만발 경향신문 강남 신사동 변태업소 곳 무더기 행정처분, , 1986.12.16; , 72 ,「 」 「 」

1986.01.11.

09) 년대에만 해도 일종의 성인들의 본거지였던 신사사거리 일대에는 유흥업소들이 즐비했었고 그 이면으로는1980, 90 ,

아구찜과 간장게장으로 유명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신사사거리는 과거 유흥문화의.

흔적과 먹자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신사역 주변을 지칭하지만 그 범위를 거시적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신사역 번과8

번 출구 주변으로 제한한다6, 7 .

10) 참고 매일경제 서울상권 강남강서로 이동. , , , 1982.07.22..「 」

11) 이성욱 신사동 일그러진 천국의 현상학 이재현 외 공간의 문화정치 공간문화 서울 현실문화연구, " ' ' ", , : , , 1995,「 」

쪽75-76 .

12) 이성욱 위의 책 쪽, , 76 .

13) 이성욱은 신사동 일그러진 천국의 환상 이라는 글을 통해 강남에서 촌스러운 동네에 속하는 신사동을 집중분석,「 」

하고 있다 그는 배추밭이 금사라기 땅이 돼 천민자본주의의 수혜자들이 득실거리는 신사동에는 은닉된 볼거리. 「 」

만 널려있다고 말한다 카바레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 현찰을 지불해야만 보이는 욕망의 해소처가 즐비한 곳이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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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의 유입 미술 패션 디자인의 거리4) (1990~2005) : , ,

소위 한국 자본주의의 욕망구조를 표상한다는 압구정동과 소란스러웠던 신사사거리 일대에

비하면 이 시기의 신사동 가로수길은 주변 거주민이 즐겨 찾던 산책 장소로 활용됐다 하지만.

그저 압구정과 신사동을 잇는 보통 길로 여겨졌던 이곳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문화요소가 유입

됐고 그 중 가장 먼저 화랑 갤러리 이 자리한다 년 인사동에서 신사동으로 옮겨온 예, ( ) . 1982 ‘

화랑 을 시작으로 액자제작 소매점 화랑 골동품점이 뒤이어 옮겨왔고 년 표갤러리’ , , , 1988 ‘ ’

가 들어서면서 하나둘씩 증가하더니 년대 초까지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여개의 갤러리2000 30

가 생기면서 화랑의 거리 라고 불리게 된다 그림‘ ’ ( 20).

그림 24 신사동 일대의 시기별 화랑 현황자료 전국문화공간현황 한국의 문화공간 이상훈( : (1994), (1997), (2009))

이처럼 신사동 가로수길에 새로운 화랑거리가 형성되며 점차 그 세력이 확대되는 데는 나름

대로 이유가 있었다 우선 강남에 패션의 거리 가구점 거리 등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문화의. ,

중심역할을 할 화랑거리 형성도 필수적 상황이 되기 시작했고 강남에 부가 축적되면서 아파,

트 거실용 그림과 조각 작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14) 또한 신사동 가로수길에 두 번째,

로 입점한 표화랑 대표 표미선씨의 인사동이 번잡해져 피해온 셈인데 왠지 낯익었다 사‘ ’ “ , .

람과 문화와 구경거리가 머물 수 있는 거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년 당시 가로수길에.”,“1988

사동이라는 것이다 참고 이성욱 위의 책 쪽. . , , 75 .

14) 참고 심현정 한국 화랑의 역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쪽 매일경제 강남 미술거리. ,“ ”, , 1997, 59 ; ,「

로 터 굳혀 , 198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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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았고 걷기도 좋았다 임대료도 주위 청담동 보다 저렴했다 는 말은 당시 가로 분. .”

위기를 유추할 수 있으며 임대료가 높았던 강남의 청담동과 압구정동의 대안으로 신사동 가,

로수길 일대를 선택했음을 암시한다 이 후 화랑거리가 형성되고 작가들이 하나 둘 왕래하면.

서 당시 가로수길이 가지던 지역 이미지를 뉴욕의 소호와 같이 예술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움

직임 생겨났으며 특화된 공간으로서 장소정체성이 형성되어 그 모습은 오늘날까지 이른다, .15)

그림 25 화랑과 패션전문학교.

여느 특화가로가 그렇듯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화랑이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패션관련매장

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가로수길 일대에 아르마니 베네통 등의 직영 매. (Armani), (Benetton)

장과 함께 하나 둘 규모 있는 의류매장들이 들어섰고 모드 라는 패션 학교 출신 학생들이,‘S ’

유학 생활을 거쳐 다시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매장을 내면서 디자이너 거리 혹은

패션의 거리로서의 모습이 강해졌다.16) 가로수길이 패션의 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인

년대 중반에는 시기적으로 유학파 디자이너들이 청담동 지역에 디자이너샵을 많이 내기1990

시작했는데 신사동은 지리적으로 청담동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청담동 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청담동에 들어가지 못한 디자이너들이 대안으로 신사동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17)

또한 년대 초에는 가구 전문점인 현우 가 자리를 잡으면서 패브릭 가구의 열기가, 1990 ‘ ’

15) 참고 한겨례 신사동 화랑가 첫 미술축제. , , 1994. 10. 25.「 」

16) 년 패션디자이너 강진영의 옷가게 오브제 가 문을 열었고 년 정욱준 디자이너가 론커스텀1993 ‘ ’ , 1999 ‘ (LONE

이라는 디자이너샵을 개점했다 년경부터는 수입 보세의류매장을 비롯해 수제모자 전문점 발레슈CUSTUME)' . 2000 ,

즈 전문점 등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패션거리로 변화한다 참고 이상훈 상업가로로서 신사동 가로수길의 활성화. . “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양희 신사동 가로수길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 , 2010; “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7) 앞 장 장의 그림 를 보면 공시지가가 청담동에 비해 신사동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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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시작해 신사동에 있던 앤티크 가구점과 다양한 패브릭 가구점이 하나의 주류로 거리에

모습을 나타냈다.18) 이 후 년에 예화랑이 다시 들어서자 또 다시 화랑이 신사동 일대에2005

모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년대부터 압구정 신사동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던 영화관련. 1990 ,

업체들을 비롯하여 광고 그래픽 디자인 업체 사진 스튜디오 등이 이 지역에 입지한 것 역시, , ,

이 지역에 의류매장을 비롯하여 카페 레스토랑 와인바 등의 소비업종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센 의 디자이너 곽현주씨는 청담동에 비해 임대료가 싼 장점.‘ ’ 19) 뿐

아니라 주변에 디자인 관련 회사와 광고 영화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점이 디자이너 매,

장이 들어서기 좋은 조건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20) 또한 영화사 광고, ,

회사 패션 학교 등의 입지는 예술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이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것과 함,

께 이 거리를 대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21)

그림 26 가로수길에 입점한 디자인콘텐츠 관련 공간들

18) 사람들은 과거 가로수길이 화랑의 거리 보다 인테리어 거리라고 불려왔다고 말하기도 한다 참고 대 여성 지역. . 40 , ,

주민.

19) 앞의 신사동 청담동 한남동 공시지가 비교내용 참고그림, , ( 12).

20) 이양희 신사동 가로수길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9.

21) 현재 미래희망 산부인과 년 이전가 유명해지면서 다양한 아동복 매장과 함께 층은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2012 ) 1 , 2

층은 광고나 영화 기획사무실 사진 스튜디오나 건축사무소들이 들어서며 한때 강남의 충무로라 불렸다 참고 서울, . .

신문 신사동 가로수길 서울신문 이색거리탐방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매일, , 2010.04.23; , , , 2007.05. 15;「 」 「 」

경제 젊은 작가들의 요람 신사동 가로수길 갤러리,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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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부상 신사동 가로수길5) (2005~2010) :

년대 중반부터는 카페와 레스토랑 의류매장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대중적인 거리로 변2000 ,

모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주로 플로리스트나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

는데 블룸앤구떼 번지 세컨드팩토리 등 특색 있는 카페들이 개점하여 예술(2004), 19 (2004),

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했다.22) 특히 블룸앤구떼의 경우 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 2005

내 이름은 김삼순 의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이 더욱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 ’ .

언론에서 가로수길을 유럽형 거리 새로운 문화의 거리 유행의 메카 한국의 소호 등 다양한, , ,

언어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반 방문객들의 출입이 증가했다 표( 17).

연 도 공 간 활동 이벤트· 기 타

2007
이색거리 낭만가득, ,

유럽 같은 거리

카페 외국요리전문점 오픈, 가로수길 뜬다

2008
로망이 있는 곳,

새로운 문화의 거리

친환경페스티벌 자전거,

퍼레이드 차 없는 거리 축제,

왜 열광하는가 뭔데 난리야, ,

확장공사

2009

차에 점령당한 길 유행의,

메카 상젤리제 거리, ,

쇼핑거리

젊은 작가들의 요람 연예인, ,

서울 디자인 스팟

사람 울리는 길의 유혹,

바람부는 날이면 가로수길을

가야한다 주택가 민폐,

2010

패션매장 문화+ ,

명품브랜드 한국의 소호, ,

카페의 부활 세로수길,

한국의 디자이너 맛집 산책, ,

비 사진전

가로수길 디자인 지구 지정

표 17 연도별 가로수길 기사 핵심어

22) 이 시기에 개점한 특색 있는 카페들은 연구 시점인 년 현재 대부분은 가로수길을 떠나거나 초기의 위치에서2012

이동한 상태이다 블룸앤구떼와 번지는 년에 처음으로 가로수길에 문을 열었다. 19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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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소비지역 현재5) (2010~ )

대상지 일대는 초기부터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상업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원들,

을 위한 유흥공간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 공간으로서의 가로수길은 현재까지 이어지.

는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는 가로수길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후 가로, .

수길에 입점한 화랑과 가구점들의 점포주들이 공간을 즐기기 위해 시작한 카페들은 입소문을

얻기 시작했으며 개인 디자이너 매장과 함께 방문객의 출입을 유도한 계기가 된다 이는 각, .

종 대중적 정보 매체에서 가로수길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가로수길을 방문한 방문자들의,

온라인상의 활동으로 인해 문화소비공간으로 알려지게 된다 가로변의 건물들은 방문하는 사.

람들의 취향에 따라 외형이 변화하게 됐으며 이는 점차 이국적인 모습의 상점전면형태와 외,

벽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경관. ,

이 나타난다 이들의 출입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는 간판과 메뉴 등의 경관들이 그.

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변화했다 그림( 25).

그림 27 신사동 가로수길의 이국적인 풍경

현재의 가로수길은 대형 브랜드 업체의 입점과 함께 이면도로의 문화소비공간 요소들의 유

입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와 성격으로 나타난다 가로수길 가로변의 대형 패.

션의류관련 매장들은 복합의류매장을 지향하며 가로수길을 쇼핑의 거리로 탈바꿈시켰으며/ ,

이러한 대형 매장들에 못 이겨 이면도로로 진출한 소규모 개인 디자이너 매장 등의 문화소비

공간은 그들에 반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길거리 문화를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소비공간으.

로서 혹은 상업공간으로서 신사동 가로수길의 확산과 분산의 움직임은 분명 가로수길의 경관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이다 대중적으로 가로수길이 유명해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디자이너 매장들은 이 지역을 떠나거나 가로수길 뒷길 세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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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체인형 커피 전문점을 비롯한 카페나 레스토랑 등의) . ,

소비형 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도 질스튜어트 등의 대형 브랜드 매, , TNGT

장의 입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년 디자인 진흥지구 로 지정되어 디자인을 중심으로 패션과2010 ‘ ’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디자인 트렌드 선도지구 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 . 2010

년 월부터 강남클러스터인 가로수길에 서울디자인마케팅 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자인 기업의4

창업과 제품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자인 육성을, ,

위해 다양한 지원이 지속하고 있다.

최근 가로수길은 감각적인 거리라는 입소문과 함께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빠른 속도로 상

업화가 확산되고 있다 카페 레스토랑 와인바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상권도 대형화되는. , , ,

경향이 나타난다 스타벅스 커피빈 투섬플레이스 등 대형 체인형 커피전문점의 급증과 함께. , ,

질 스튜어트 등 브랜드 매장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또한 특색 없는 보세 옷집들도, TNGT . ,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의 가로수길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위협과 함께 과포화,

되고 있는 상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거리 형성의 주역이었던 디자이너들과 공방들은 뒷길로,

밀려가거나 가로수길을 떠나고 있다 가로수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서상영씨와 정욱준씨가.

매장을 철수했고 곽현주와 이석태는 브랜드 매장 대신 편집샵을 개점했다 이러한 임대료의, .

상승은 가로수길 뒷골목으로 세로수길이라는 새로운 상권 형성의 주요인이 된다 가로수길이.

번잡스러워짐과 함께 대형 커피전문점 등의 대형 상권이 늘어나자 특색있는 카페나 공방 디,

자이너 샵 등이 세로수길로 숨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23)

23) 라도삼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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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화경관 패턴 발견2

공간의 카테고리 이는 관찰의 초기 단계에서 기본적인 것 즉 건물 보도 도로 혹은 가로, , , , ,

수길 자체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은 반복된 관찰을 통해서 점점 더 복잡해진다 공간의 카. .

테고리 외에도 구조물과 행위자행위 그리고 시간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과 더불어 대상지의/

통시적 고찰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내용의 유사함 즉 패턴의 발견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

이러한 영역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그것의 공간구조물행위자와 행위 그리고 시간이 다르/ /

게 나타난다 신사동이 형성된 시점에서부터 지금의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구성하는 문화경.

관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었고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패턴영역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가 유흥 음식점, 미술 디자인콘텐츠, 패션의류콘텐츠 카페 레스토랑,

이는 가로수길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대상지의 전역에 걸쳐 많은 사람에 의해 공유되

고 집적된 대표적인 문화경관으로서 그 패턴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영역의 종류는 다른 영역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종류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자 그룹의 종류 공간에 대한 시간의, ,

영향 등이다 이는 이러한 영역들이 대상지를 차지하는 하나의 공간이자 구조물이며 사람들. ,

이며 그들의 활동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영역에 있어서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 . ,

고 패션의류매장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 .

재의 가로수길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구조물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수길이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명 카페와 레스토랑이

다 가로수길의 분위기는 곧 이들이 만들어낸 가로 경관에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외부지향. .

적인 건물전면형태와 내부 공간 그리고 차양과 테라스는 브런치 의 유행과 함께 가로(brunch)

수길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 구조물이다 보도와 건물내부의 이어짐 테라스와 차양으로 이어. ,

진 외부 공간 그리고 건물내부의 공간 구분 등의 특징을 가지는 가로수길의 카페와 레스토랑,

들은 기존의 차도 보도 건물내부라는 일반적인 공간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새로운 공간으, ,

로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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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화경관 패턴 분석3

거시적 국면1.

공간구성의 구분1)

지금의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구성하는 공간 영역은 대체로 다섯 가지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는 신사동의 공간구성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된 건.

물들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주택가들이다 이 주택가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서쪽 일부구역과.

신구초교 일대 그리고 다시 도산대로 북쪽의 상가 배후지에서 가로수길 동쪽으로 이어지는,

곳으로까지 여러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신사동 일대를 공간면적상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격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들 대부분은 강남의 토지구획계획에 따라 조성된 단독 및 다.

세대 주택들이며 근래에 들어 이 중 일부는 재건축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추세를 보인다, .

이는 년대 초반 용적률의 변화가 인정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해 신사동 가로수길이 부각2000 ,

된 결과로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택가들의 일부는 디자인계열의 회사로 발전.

하기도 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및 식료품점 미용실 등의 상업공간으로 발전하, ,

면서 주택가 안에 자리 잡는다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기능과 성격을 보여주.

는 이 공간들은 가로수길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

간들이기도 하다.24)

두 번째는 신사동의 상업적 역사에서 역시 가장 오래된 곳이고 앞서의 주택가들과 부분적,

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신사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25)와 배후의 음식점들이다 또한 가로수. ,

길이 주목받기 이전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 상가 및 업소들을 포함한다 주로.

신사사거리부터 중앙로 압구정로 길 로 이어지는 일대에 형성되었던 상가와 음식점들은 이후( 2 )

신사동 가로수길이 문화의 거리로 알려지면서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발전하며 진화한다 지, .

금 현재 다수의 퇴폐 유흥공간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26) 인접한 주점들은 가로수길의 발전과,

24)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강남의 주변 지역과는 별도로 비교적 저층의 주택가가 형성된 이 지역은 지체된 공

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김민경 그곳엔 문화가 있다 주간동아. . , , , 2006.「 」

25) 년 발표된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정은이 작사 남국인 작곡은 그해 트로트 블록버스터가 되었으며 이1988 < >( , ) ' ' ,

노래 때문에 신사동은 전국적인 명소로 부상했다 당시의 신사동은 카바레 문화의 명소였다 참고 이성욱 신사동. . . , "

일그러진 천국의 현상학 이재현 외 공간의 문화정치 공간문화 서울 현실문화연구 쪽' ' ", , : , , 1995, 74 .「 」

26) 과거 서울카바레 궁전카바레 첫사랑카바레 중앙카바레 그리고 신사카바레가 밀집되어 있었던 신사사거리 일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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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음주문화와 유흥문화들로 진화하고 있다.

세 번째로 신사동 가로수길의 발전에 계기가 되었던 미술과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다, .

년대 입점한 예화랑을 시작으로 화랑은 주로 미성아파트 맞은편과 가로수길에 조성되어1980

한때 신사미술제 등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충무로에서 이전해 온 다양한 형. ,

태의 광고회사와 촬영관련 회사들 그리고 각종 스튜디오들은 현재에도 가로수길 이면의 도로,

에 다수 위치하여 제 의 충무로 혹은 강남의 충무로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가로수길을 기준2 .

으로 주로 서쪽의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던 이들은 가로수길 일대에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늘

어나고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불려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일부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네 번째로 현재 신사동 가로수길을 따라 다수 분포하며 가로수길을 쇼핑의 거리로 불리게, ,

한 각종 패션의류관련 매장들이다 이곳은 년대의 보세의류매장들이 패션학교가 들어서/ . 1990

고 개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유입이 겹치면서 발달한 영역이다 이들의 배후에는 주택지에 형.

성된 각종 의류수선매장이 들어서 있으며27) 현재에도 인근 패션전문학교의 학생들과 관련,

업체들의 하청을 받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많은 수의 장신구 매장들과 노점상 그리고 각. ,

종 형태의 소품 판매장도 이들 패션의류관련 쇼핑공간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패/ .

션의류관련 매장들은 초기 아파트 및 인근 주택 거주민을 상대로 성업했다가 확산되는 가로/

수길 방문객 그리고 이어 가로수길이 서울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상가로도 발전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방문객 외에도 가로수길의 소. ,

문을 듣고 방문한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디자인의 의류 및 소품을 찾아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는다 현재 이 패션의류관련 매장은 더욱 발전하여 가로수길 도로변에. /

는 대형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고 개인 디자이너 매장과 같은 소규모 매장들은 가로수길 배후,

로 밀려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신사동이 쇼핑거리로 발전할 무렵에 시작되어 년대 확장되고 년대, 1990 , 2000

에 들어서는 그 확산 폭이 급격히 늘어난 각종 카페들과 레스토랑 혹은 외국요리전문점 들이( )

다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변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들의 주요부는 가로를 따.

는 현재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지금의 신사사거리 일대에는 이성욱위의 책 쪽의 말처럼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 ( , 74 )

는다 오히려 다수의 브랜드 커피전문점과 성형외과만이 뚜렷하게 나타날 뿐 이다. .

27) 가로수길 이면도로에 밀집되어 있는 다수 다세대주택에는 의류수선매장이 들어서있다 그래서인지 한 의류수선매장.

의 대표 대 여성의 말처럼 이 일대 다세대주택의 지하는 거의 다 이러한 공간이 들어찼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50 ) .

들의 주요 고객은 인근에 위치한 패션전문학교의 학생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관련 학생들과 패션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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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주변에 발전해 있다 하지만 이런 카페와 음식전문점들은 도로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

유흥주점이 집중되어 있던 신사사거리 배후와 압구정로 상가 배후 그리고 신사파출소부터 신

사초교까지 확산되어 있다 초기에 서양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식당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에 국.

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식 맛을 추세의 발전에 힘입어 가로수길을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손

님 층을 받아들이는 식당들로 발전했다 또한 방문객의 수요에 따라 형성된 테라스카페와 브. ,

랜드 커피전문점은 가로수길 일대 전역에 골고루 퍼져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는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의 상권과 상가 주택가들에서 복합적으,

로 진행되는 역동성을 보여주는데 있어 많은 사례들을 제공해준다 가장 최근의 변화로서 상.

기한 것들과 일부 겹치는 곳이 있다 그곳은 가로수길 이면의 도로로서 신사파출소에서 신구.

초교까지 이어지는 길과 가로수길 서쪽 이면의 길목에 형성된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패션의, /

류매장 등의 업소이다 일명 세로수길이라 불리기 시작한 이 길은 새로 형성되었다는 의미에.

서 새로수길이라고도 불린다 가로수길에 대형 업체들이 대거 입점하기 시작한 년 전후. 2010

로 소규모의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주택을 개조하며 시작됐다 얼마 전부터 속칭 세로수길이라.

고 불리기 시작한 이 거리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요소가 신사동 일대에 진입하고 확산되는 과

정의 사례를 공시적 시점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로서도 가치가 있다.

주택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

유흥 음식점, 유흥주점 카바레 주점 노래방 바 회사인근 식당가 상가 등, , , , (bar), ,

미술디자인관련 콘텐츠/ 화랑 갤러리 표구사 가구점 스튜디오 광고회사 실사출력 디자인회사 등, , , , , , ,

패션의류관련 콘텐츠/ 패션의류매장 액세서리 가게 수선집 패션전문학교 대형 멀티숍 노점상 등/ , , , , ,

카페 레스토랑, 테라스카페 레스토랑 외국요리전문점 커피전문점대형브랜드 등, , , ( )

표 18 영역분석 신사동 가로수길 공간:

이러한 구성들은 역사적 단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구성공간이 늘어나면서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의 문화경관을 특징짓는 중요한.

패턴이며 다음의 문화경관 패턴의 분석과 해석 단계에서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종류, ,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자 그룹의 종류 공간에 대한 시간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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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의 형성2)

통시적으로 볼 때 신사동 일대의 공간들은 대로 건너편의 아파트 단지와는 다르게 주거공간

과 상업공간이 모호하게 혼합된 형태로 시작됐다 주거공간은 대로 이면의 단독주택 혹은 다.

세대 주택 등으로 시작됐다 곧 이어 화랑과 가구점등 새로운 문화요소의 유입으로 다양한 형.

태의 문화소비공간들이 들어섰다 상가는 초기 주민들을 위한 작은 잡화점과 식료품점 그리고.

동네에서 흔히 발견되던 미장원과 다방 문방구 철물점 등의 골목형 근린업소들로 시작했다, , .

그러다가 교통의 편리함 압구정동 인접과 인접한 위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라는 특성을, ,

반영하면서 화랑과 각종 스튜디오 그리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는 음주와 유흥, .

이 중심이 되는 공간과 근린상가형태의 상점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 그리고 화랑과 가구점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쇼핑을 하는 공간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브런. ,

치 등의 외국 문화를 즐기는 공간 등으로 다시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인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주택가의 틈을 비집고 대형 상가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며 상권으로 발돋움했다 신사사거리 상권과 압구정동 상권 등 강남의.

대표적인 대형 상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곳이다.28)

그림 28 상가 및 주택형태별지도 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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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미성아파트가 들어설 때인 년대 중반만 해도 이곳은 단독주택들만이 주류를 이뤘다80 .

그러나 년대 중후반부터 강북의 인사동에서 이주해온 화랑들과 자생적으로 생긴 화랑들이80

이곳에 들어서면서 화랑거리로의 부상을 시작으로 상권이 시작되면서 주거공간이 상업공간으

로 변형되기 시작한다 각종 상가건물과 업무용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면도로에는 기. ,

존의 주택을 개조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날에까.

지 이르는 과정을 보이며 신사동 일대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지금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로수길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물리적 흔적이며 지금까지. ,

이어지고 있는 공간적 특징이다 건물의 유형에 따라 용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 18).

유 형 용 도 위치

(1)
상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2)
단독주택 주거공간-

(3)
단독주택용도변경( )

건물 전체를 사용 주로 디자인관련 회사나- .

사무실 또는 카페나 레스토랑, .

(4)
다가구 주거공간-

(5) 다가구용도변경( )

부분적으로 공간 점유 혹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 주로 디자인회사 카페. , ,

레스토랑 의류매장 등, .

(6)
다세대 주거공간-

(7) 다세대용도변경( )

부분적으로 공간 점유 주로 지하 층부터- . 1

층까지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의류수선매장2 . ,

카페 레스토랑 의류매장 등, ,

표 19 분류분석 건물의 유형:

28) 가로수길에 새로운 장소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신사동 상업지역은 오히려 신사사거리 이면의 중앙로를 중심으

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참고 인터뷰내용 대 여성 부동산주개인. .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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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주거공간에서 카페나 디자인회사로 변한 주택.

또한 이와 같은 용도 변화의 흔적들은 가로수길 일대의 장소정체성 형성 광정에서 드러나,

는 시간의 지층을 짐작하게 한다 년대 들어선 차 정비소 슈퍼마켓 그리고 어린이 보호. 1970 , ,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년대에 들어온 갤러리 가구전문매장 이 밖에도 패션의 거리로, 1980 , ,

알려지던 년대에 들어온 패션의류관련매장 그리고 최근 들어선 카페와 다양한 레스토1990 / ,

랑까지 다양한 시대적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물리적 흔적은 그 이면까지 확장되. ,

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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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의 업종 및 성격3)

현재 관찰되는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상가의 업종들의 성격은 신사동 상가의 현대사적 맥락

에 연결되는 역사성의 축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서울의.

변화 특히 현대화와 세계화라는 빠른 흐름을 타고 있는 변화가 거기 반영되는 것도 사실이다, .

따라서 현재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의 업종에 따른 공간구성은 년대나 년대의 그것1980 1990

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사동의 업종 구. 1990

성은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먼저 화랑갤러리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화방 표. / ,

구사 액자 등 각종 미술관련 내용을 취급하는 곳들이 한 부분을 구성한다 다음은 신사동 가, .

로수길 일대에 고루 분포한 다양한 종류의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서양식 식사와 카페 문화지대

를 형성한다 세 번째는 신사동에서 술집과 음식점 등 현재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형성된 곳.

이다 다음으로 카페와 레스토랑과 마찬가지로 가로수길 일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패션의. /

류매장 등 쇼핑과 관련된 품목을 파는 매장이다. 마지막으로 이태원에서 넘어와 논현동과 신사

동 일대에 자리 잡은 앤티크가구점과 각종 디자인 광고 사진 등 디자인 계열의 회사가 밀집하, ,

면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업종들이다.

그림 30 업종분포지도 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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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 이후에는 특히 외국요리전문점과 카페들이 성업하게 된다 신사동의 외국요2000 .

리전문점들은 우선 신사동에 들어오는 외국인 비즈니스맨과 관광객들의 음식 수요를 해결해주

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시 해외여행 등을 통해 외국음식을 새로 접하면서 입맛을 익히게.

된 사람들이 다시 한국 내에서 해외 현지의 음식 맛과 문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여기에 한국음식도 그 의미가 바뀐다 즉 외국인들에게 한국음식은 외국음식으로서의 한. . ,

국음식으로 소비되는 셈이다 외국인들도 소비자고 한국인들도 소비자이다 보니 다양한 국적.

과 문화의 주체들에게 각국 음식들을 모두 새로운 음식 또는 특별한 음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다 그것이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상업공간의 의미와 성격 특히 출입인구의 계층과 직업적. ,

성격에 있어 중간층 이상의 속성을 더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 가로수길의 브런치카페 좌와 우. LOOK AT ME( ) DININGTENT( ).

이처럼 년대 중반에 들어 서양식 디저트 요리와 카페를 겸하는 레스토랑이 들어서기2000

시작하면서 지금의 가로수길과 그 이면의 세로수길이 주거 공간 혹은 기존의 상점형태에서 카

페나 레스토랑 등으로 대체되는 빠른 유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29) 특히 지금의 세로수길에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류 중심의 업소들이 사교형 카페 또는 펍 형태로 발전하면서 부분(pub)

적인 영업형태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사동 가로수길이 다양한 사람들의 커뮤니티 또.

는 만남의 중심장소로 발전하는데 적응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하는데 기여

하는 변수다 이러한 흐름은 여가문화 변화로 인한 시대적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상호작용하.

면서 진화하는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흥업소의 이미지가 강한 클럽. ,

과 유흥주점들의 형태를 서서히 벗어나 대화와 사교 중심의 커뮤니티 펍 분위기를 지향(pub)

29)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연구과정 중에서도 다양한 공간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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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이는 신사동이 점차 기존의 카바레 중심의 이미지를 벗어나 점차 보.

통 사람들도 큰 문제없이 드나들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인

식되는데 기여한다 이처럼 업종의 다변화와 사업방식의 다양화는 신사동이 카바레와 먹자골.

목으로 출발했던 당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적 소비 공간으로 변하는 것

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 오면 자기를 잘 포장한다는 느낌이랄까 괜히 옷도 신경 쓰게 되고 예쁜데 앉아서 와플 같은 거.

먹으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지 골목에 들어가도 좋은 데가 많다고 하던데 막상 가보면 썰렁해 가로, , .

수길이 막 붐이 일면서 머그포래빗이나 사람이 바글바글 하지만 그런데 같이 앉아 있으면 이쪽 문화권.

에 속하는 기분이 든 달까.

약간의 허영심에서 나오는 거랄까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외국 분위기를 맛보고 싶을 때 미니어쳐. ,

뉴욕 같은 그런 느낌이고 내가 트렌드에 앞서간다는 느낌 같은 거, .30)

또한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그것은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의 업종이 다양화된, .

다고 해도 여전히 가로수길은 인근 거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편한.

옷차림의 사람들과 자전거와 유모차 그리고 가족을 동반한 이용행태가 아직도 많이 나타난다

는 판단에 근거한다 또한 가로수길에 대형 브랜드 매장이 입점하며 그 본래의 이미지와 색. ,

깔이 변색되었다고 하지만 신사동 가로수길은 그 만이 가진 디자이너의 거리로서의 이미지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적이기 보다는 독특한 상품을 취급하는 의류매장과 분위기를 강조.

하는 브랜드들은 그들의 사업 출발지로서 신사동 가로수길을 선택했다.31) 그리고 디자인 계

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신사동 가로수길의 주요 고객들이

기 때문에 신사동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독특한 디자인의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택

된다.32)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어쩌다 자신의 일상문화와 다른 문화소비를 맛보기 위해 독특

하고 개성 있는 상품을 찾는 다른 사람들도 신사동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

30) 참고 인터뷰내용 대 여성. , 20 ,

31) 중앙일보 대기업 전시장 된 가로수길, , 2012.07.16.「 」

32) 각 매장은 한 아이템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이 혼합되어 있는 멀티샵으로 독특한 물건을 판매하며 청담동이 넓,

고 세련된 공간에서 인지도 높은 해외 명품 고가의 음식이나 퓨전음식 국제 감각의 유명 브랜드로 대표되는 국적, ,

없는 고급 소비 공간이라면 가로수길은 작지만 독특한 개성으로 품격과 분위기를 연출하여 주변 상권과의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



- 68 -

이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의 공간 배치 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부여한다.

그림 32 가족과 함께 방문한 사람들 가수길은 산책가로로서도 많은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의된 패턴 영역에 있어서 카페와 패션의류매장에 대하여 선택적으, /

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의 가로수길을 대표하고 특징을 규정하. ,

는 중요한 공간이자 구조물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가로수길이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명 카페와 패션의류매/

장이다 이들은 가로수길 전면에 위치하며 가로수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일정간격. .

으로 배치된 이들의 전면형태는 방문객들의 흐름을 강요하고 유도하며 전체적이고 최대의 접,

촉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매장이 훤히 들어다 보이는 전면형태와 상품더미를 통해 고.

객과의 접촉을 유도하는 건물의 외부공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경관은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가

로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에 가로수길에 위치한 카페와 의류관련매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카페- (cafe)

신사동의 상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근 주거지역의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대표적인 소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배후의 미성아파트. ,

현대아파트 그리고 블록 내 주택지 등의 다양한 수요층으로 인하여 그들의 취향에 따라 초기

에는 근린상가가 형성되었으며 중산층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이들의 활동에 따라 신사,

동 가로수길 일대의 상권은 시작했다 이들의 수요에 의해 형성된 화랑가은 특히 가로수길 일.

대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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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와 인근지역주민들의 수요는 카페와 레스토랑 문화가 형성되는 근본적 계기가 된다. .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 가로수길 일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며 가,

로수길 문화의 시작 지점부터 현재까지 가로수길 문화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과정 중에서도 새롭게 들어서거나 없어지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변화를 겪고 있는 경관이며 현재 가로수길 이면을 따라 두드러지게 확산,

되고 있다 카페는 건물의 형태에 따라 입지하는 방식이 다르다 가로수길 전면에 입지한 경. .

우 상가건물의 층에 입지하고 그 이면의 좁은 길이나 골목에 위치한 경우 다세대주택의1, 2 ,

주상복합방식으로 입지하거나 단독주택을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입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는 반 지하 차고 옥상 및 앞마당 테라스 등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패턴과 맥락, , ,

을 함께 한다.

그림 33 입지 조건에 따른 카페의 모습 가로수길 이면에 위치할수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층의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가로수길 일대의 주택지역 특성에 따라 이곳에 입지한 카2~3

페의 경우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에도 구조 변경 공사가, .

진행 중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반 지하층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이 많은 대상지 일. ,

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초기에는 주로 주거공간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상업 활성화와 외부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각종 디자이너들의 작업실 혹은 스튜디오 그리고 카페와 패션의류매, /

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상업 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로 카페와 패션의류매장으로 변하.

고 있다 사무실의 경우 전면을 창으로 활용하여 채광을 돕지만 블라인드로 차폐를 한 반면. ,

의류매장의 경우 안이 보일 수 있도록 창을 최대한 열거나 상품을 진열하는 쇼윈도로 활용하

고 있다 카페의 경우 보도 단차를 활용하여 반 층 내려간 아늑한 테라스 형태가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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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카페의 각종 테라스 공간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는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주된 소비자를 형성하며 문화경관 형성의

주체들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디자이너이다 대상지 일대에 패션학교가. .

들어서고 각종 디자인 계열의 회사들이 집적하면서 늘어난 이들은 지금 모습의 가로수길이,

만들어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자인 관련 업종의 종사자는 대체로 소규모 형태로 젊고.

트렌드에 민감한 것이 특징인데 초기 가로수길의 문화경관 형성에 있어서 이들은 곧 가로수,

길의 주 고객층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문화를 즐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공.

간을 만들면서 소비자로서의 활동 못지않게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체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들의 작업 활동은 가로수길 일대에서 기획 생산 유통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카페는· · .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용된다 또한 종종 개별 매장에서는 셔터를 내리고 지인. ,

들끼리만 파티를 여는 모습도 목격된다 가로수길에는 해외 유학을 경험한 사람들과 연예인들.

이 직접 공급자로서 가로수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낮은 건축물 독특. , ,

한 형태의 건물들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는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될 패션화보와 각종 전시회나

그림 35 각종 전시장과 촬영배경으로 사용되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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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의 배경이 되곤 한다 비교적 한산한 내부 블록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카페 혹은 충분한. ,

공간을 확보하거나 독특한 경관을 자랑하는 카페에서는 패션쇼와 사진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쓰여 지기도 한다또한 낮은 건축물 독특한 형태의 건물들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는 온라인. , ,

쇼핑몰에 사용될 패션화보와 각종 전시회나 촬영의 배경이 되곤 한다 비교적 한산한 내부 블.

록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카페 혹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독특한 경관을 자랑하는 카페,

에서는 패션쇼와 사진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쓰여 지기도 한다.

이처럼 가로수길에 그 문화적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는 다른 영역과 관련되어 나

타났다 카페는 각종 디자이너들의 작업실이자 모임의 장으로 통했고 해외 유학 경험을 통해. ,

접했던 외국 문화를 생산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로수.

길 전면에 위치한 카페들은 그 본래 모습을 잃어 대형 브랜드 업체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추

세이다.

패션의류관련 매장- /

년 신사동에 파리의 패션 전문 교육기관인 에스모드 파리의 서울 분교가 개1989 (ESMOD)

교하였고 년에는 서울모드 패션전문학교가 문을 열면서 가로수길 일대는 패션 디자이너, 1991

지망생과 해외 유학을 다녀 온 디자이너들이 둥지를 틀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패션의 거리 혹

은 디자이너의 거리로 불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가로수길에 개인 작.

업실 겸 매장을 열기도 했는데 년 패션 디자이너 강진영의 작은 옷가게 오브제 가 신, 1993 ‘ ’

사동 가로수길에 문을 열었고 년대 정욱준 디자이너 숍이 문을 열면서 더욱 더 패션의, 1990

류 관련 업종이 입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33)

33) 서울신문, 2007.05.15.

그림 36 에스모드와 서울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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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패션의류매장은 신사역에서 나와 가로수길에 도달할 때까지 또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

부터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들은 년대를 시작으로 년도 이후 가로. 1990 2000

수길 일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자본이 투입되고 카페와 음식점을 비롯한 상권이 활성,

화되면서 급속도로 생겨난 경관이다 또한 그 만큼 유행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행동패턴취향. ,

에 따라 형성된다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르기 보다는 흐르고 지나가는 길에 위치하며 길을. ,

따라 줄지어 분포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특징은 가로수길 가로변을 따라 형성된 각종 패션.

의류매장들과 카페레스토랑이 모여 형성된 특화된 문화경관에 내재된 의미구조로 해석할 수/ /

있다.

또한 가로수길 일대의 패션의류상점들은 가로의 성격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다 유, / .

동인구가 가장 많은 가로수길 중심 도로에는 유행에 민감하고 비교적 대형 브랜드 매장이 들,

어선 경우가 많고 그 이면의 골목길에는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나 근처 패션학교학생,

들을 비롯하여 신사동을 자주 드나드는 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골목길에는 빈티지 의상 독특,

한 콘셉트의 의상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공간이 협소한 곳, .

에는 장신구 및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패션의류매장들은 사람의 흐름과. /

함께 길과 만나는 모양새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패턴이 나타난다 이들의 분포패턴을 살펴보.

면 신사역 번출구에서 세로수길을 지나 가로수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의류매장들과 장, 8

신구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특히 가로수길에는 건물전체가 하나의 패션의류 공간으로 사용되. , /

거나 한 건물을 개 이상의 점포 많게는 개의 점포가 오밀조밀 분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2 4

있다 이 중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좌판 진열대를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경우도 볼 수 있. ,

다 특히 대형브랜드가 아닌 몇몇의 개인 디자이너 매장 혹은 편집샵들은 점포 문 밖의 가로. ,

까지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상품을 진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

그림 37 가로수길 패션의류매장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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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국면2. 34)

연구 초기 단계에서 서술적 관찰을 통한 공간행위자행위시간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 /

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가로공간이 그러하듯 차도 보도 건. , ,

물내부로 대상지의 공간을 나눌 수 있다 행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를 하기 위해 찾아온.

방문자와 상점주인 혹은 종업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상지에서 행위들이 발생하는 일련의,

시간은 개점시간 폐점시간으로 나타난다, .

공간의 종류 (1) 차도, (2) 보도, (3) 건물내부

표 20 영역분석 공간행위자행위시간대의 종류: / / /

행위자의 종류 (1) 소비자구매자( ), (2) 판매자상점주인 종업원( , )

행위의 종류
(1)

소비구매( ),
(2)

판매

시간대의 종류 ((1) 영업개점시간( ) , (2) 폐점시간

하지만 몇몇 관찰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영역들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져 나간다 신.

사동 가로수길의 공간은 다른 거리에서 혹은 인근의 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도시 공

간만큼 간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가로공간은 주택건물과 가로라는 두.

개의 구조물로 형성되어지는 반면에 대상지의 공간은 그것보다 더 많은 요소로부터 구성되어

진다 도로 차양 좌판과 간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상점과 매장들 그리고 건물의 전면 벽. , , ,

이 없는 형태와 테라스 같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일반적인 도시 공간과는 다른 다소 상이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서술적 관찰을 통한 영역분석은 점차 연구가 진행될수록 다양.

해지고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공간 영역을 구분하고 문화경관을 해석하기 위. ,

34) 미시적 국면의 패턴 분석에서는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양식이나 물리적 총체로서 문화경관 패턴에 주목한다.

앞의 과정이 대상지의 장소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대상지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그

패턴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즉 앞선 과정에서는 조금은 거시적 관점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패턴 영역. , ,

으로 구분되는지를 한 발 물러서서 평면적 공간으로서 대상지를 바라보았다면 여기서는 조금은 미시적 관점에서,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문화경관 패턴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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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간과 구조물 그리고 행위자들의 활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 영역분.

석은 대상지의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탐색,

하는데 그 유용성을 획득할 것이다.

먼저 대상지에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구조물들이 다른 공간과는 다른 대상지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 공간을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여느 상업가로와는 또 다르게 구성된다 대. .

상지의 공간은 더 다양한 요소 즉 구조물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공간의 부피와 공간의 질을, ,

구성한다 대상지에 나타나는 구조물의 영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구조물의 종류

(1) 점포상점( ), (2) 차양, (3) 건물, (4) 건물전면형태, (5) 좌판진열대( ),
(6) 교통표지판, (7) 안내판, (8) 현수막, (9 )광고메뉴판/ , (10) 가로수,
(11) 간판, (12) 계단출입구/ , (13) 주차된 차량, (14)이동 중인 차량,
(15) 공사차량, (16)쓰레기 수거 차량, (17) 테라스, (18) 야외테이블

표 21 영역분석 구조물의 종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대상지의 다른 영역에 대한 분석도 발전된다 대상지는 주택가에 형.

성된 상업가로로서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 혹은 구매와 판매활동만으로 대상지에서 일어나,

는 모든 활동과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대상지에서는 구매와 판매라는 행위 이외에도 거주와.

통행 그 밖에도 다양한 활동과 사건이 존재한다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활동에 대한 영역을, . /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의 역할

(1)
점포주인종업원/ ,

(2)
구매자,

(3)
인근 회사 직장인,

(4)
간호사,

(5)
배회하는 사람,

(6)
통행인,

(7)
외국인관광객,

(8)
방문객,

(9)
운전자,

(10)
인근 거주자,

(11)
건물관리인,

(12)
주차관리인,

(13)
경찰관,

(14)
공사인부,

(15)
디자이너,

(16)
모델사진작가/ ,

표 22 영역분석 행위자의 역할 및 행위의 종류:

행위의 종류

(1)
개점 준비하기,

(2)
청소하기,

(3)
상품더미입간판 내놓기( ) ,

(4)
쇼핑하기,

(5)
산책하기,

(6)
주차관리,

(7)
맛집찾기,

(8)
등하교/ ,

(9)
운전하기,

(10)
커피마시기,

(11)
식사,

(12)
방문후기작성,

(13)
사진촬영,

(14)
홍보활동,

(15)
축제,

(16)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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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상지의 사람들이 느끼는 혹은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대의 종류와 대상지에 위치하

는 다양한 공간의 종류이다.

시간대의 종류

(1)
이른 아침,

(2)
등교시간,

(3)
출근시간,

(4)
준비시간,

(5)
개점시간,

(6)
업무시간오전( ),

(7)
점심시간,

(8)
업무시간,

(9)
업무시간오후( ),

(10)
폐점하는 시간,

(11)
폐점시간

표 23 영역분석 시간대의 종류:

이러한 각각 영역에 있어서 차양 전면형태 건물의 전면형태 그리고 테라스 등을 선택적으, ,

로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상지의 여러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며. ,

대상지 전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독특한 공간의 연원이 된다 차양 건물의. ,

전면형태와 테라스와 같은 구조물은 대상지의 공간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전달된다 시간과 공간에 따른 차양의 성분분석.

은 다음과 같다.

특 징 시 간 공 간

(1)
장식차양 상점전면의 작은 부분 간판, 상시밤낮( / ) 건물입구 상점입구 보도, ,

(2)
전면차양 대개 캔바스 접을 수 있음, 궂은 날 업무시간,

햇빛 나는 날,

건물 입구 외 전면공간,

야외테이블 전면공간,

(3) 독립된 공간,

측면공간

목구조 위 또는 파라솔,

또는 건물측면에 설치

상시 건물의 사이공간 혹은 야외

공간

(4) 울타리형 온실 같은 바람막이로 유리창

혹은 차양

추운 날겨울 혹은( )

상시

건물의 외부공간 개조하여,

증축한 공간

표 24 성분분석 차양 의 종류: (a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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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서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차양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다양하다 이들은 본래.

의 목적인 햇빛을 가리는 것 외에도 각 공간을 홍보하는 목적으로도 쓰이며 처럼 건물내, (4)

부의 공간이 아닌 외부에 상품더미를 진열하는 공간을 만들거나 고객들이 기다리는 공간 등

또 다른 독립된 공간을 만든다 또한 이들은 과 같이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의미에서도. , (3)

쓰이며 이는 각 건물의 전면형태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 밖에도 계절과 날씨에, .

따라 그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서 혹은 내부공간의 확장하는 의미에서 건물의 전면과 측면이

차양 혹은 비닐 유리 로 둘러싸인 형태 로 나타나기도 한다( ) (5) .

건물전면의 공간은 보도와 각 건축물간의 경계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공간을 구성하는 방,

식을 이해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다.

개방폐쇄/ 건물전면 형태의 종류업무시간( ) 업무시간 후

개방
(1)

젼면 벽 없음 셔터 혹은

내부 접이식 문으로 폐쇄

(2)
접이식 문 창이 없는 형태, 접이식 유리문으로 폐쇄

(3) 문 또는 창이 항상 개방

문 또는 창 이외에도 전면이 유리면으로 구성-

쇼윈도로서 기능

문이 잠겨있음.

개방적전면이 유리- ( )

폐쇄적블라인더로 폐쇄- ( )

폐쇄
(4) 문 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제외하고 폐쇄,

전면 벽 있음-

전면 벽 없이 전면 유리로 구성- ,

그러나 내부에 벽 조성상품 배경으로 기능( )

위와 동일

(5)
전체적으로 폐쇄 폐쇄

표 25 분류분석 시간에 따른 건물전면 형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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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인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는 이 건물과 보도가 접촉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가 존재한다 특히 연구의 미시적 공간 범위인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의 전면형. ,

태는 대부분 의 방법으로 항상 열려있다 이는 또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달라(1), (2), (3) .

진다 층에 위치한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과 같은 방법으로 보도를 향해 개방되어. 1 (1)

나타난다 접이식 유리창 혹은 유리문으로 구성되는 이곳은 개점시간에는 개방되고 그 외의. ,

시간에는 닫히는 패턴을 보여준다 층의 카페와 레스토랑 뿐 아니라 층에 위치한 다수의. 1 2

공간들 또한 비록 벽 구조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유리창이 항상 개방된다 반면 패션의류관. /

련매장 등 쇼핑과 관련된 공간에서는 완전 개방된 전면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

의 전면은 유리면으로 구성되며 이는 보도에서 건물내부 매장 내의 상품을 바라보는 것을, ,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폐쇄된 형태 는 주로 공사 중이거나 내부공간을 새로. (5)

이 꾸미는 공간에서 발견된다.

한편 대상지의 공간들은 그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입 공간 분류되어 나타나,

며 이를 내부와 외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그 패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진입공간 패턴의 종류

(1)
내부패턴 내부라 해도 출입구로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

개방적 패턴 방문객은 종업원과 어떤 형태든 접근이 가능함- :

제한적 패턴 방문객과 종업원은 바 에 의해 분리되어짐- : (bar)

(2)
외향적 개방 패턴 창이나 전면 유리를 통해 외향적 공간 구성:

(3) 내 외부 패턴- 전면 벽 없이 같은 바닥 레벨로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됨:

(4) 외부패턴 보도나 도로에서 대부분의 노점상 패턴선형 섬형: ( , )

선형 건물 혹은 길을 따라- :

섬형 보도 중간에 혹은 건물 사이공간- :

표 26 분류분석 진입공간 패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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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패션의류관련 매장들은 외부진열 패턴을 추구한다 물론 대부/ .

분의 노점상들은 (4)외부패턴으로 상품을 진열하며 기타 상점주들은, (2)외향적 개방 패턴이나
(3)내 외부패턴으로 그들의 상품을 진열한다 이처럼 외부패턴을 지향하는 경향은 대상지에서- .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징들은 카페와 레스토랑,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카페와 레스토랑의 공간들은 지극히 외부지향적이며 이러한 특. ,

성은 가로수길의 다수의 공간에서 외향적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은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햇볕이 나는 날과 비오는.

날의 내재적 의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지의 주체들이 부여하는 시간을 날씨와

기후에 따라 분류했다 표 대상지에서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사람들의 활동과 부여하는( 22).

의미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3).

날 씨 온 도 특 징

(1)
맑은날

(2)
구름낀 날

(3)
비오는 날

(4)
눈오는 날

(5)
바람부는 날

(1)
온화

(2)
더움

(3)
추움

(4)
신선함

(1)
햇볕 나는 온화한 날,

사람들이 좋은 날씨야 라고 부르는 날“ ” ,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날
(2)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또는,

햇볕 나는 더운 날에는 차양이 필요
(3)

추운 날은 난방 열손실 방시 또는 바람막이 시설 필요,

표 27 분류분석 날씨와 온도에 따른 시간:

개점폐점/ 시간 특징

(1) 개점시간
(2) 폐점시간

(1) 이른 아침
(2) 오전시간
(3) 점심시간
(4) 오후시간
(5) 저녁시간
(6) 늦은 저녁
(7) 밤 새벽,

(1) 준비시간

사람들이 개점을 준비하고 건물 전면 공간을 청소하는 시간, .

폐점시간 동안 진행하던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간
(2) 여유로운 오전 한가로운 오후,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브런치와 커피를 즐기거나 휴식
(3)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한 후 또는 퇴근 후 쇼핑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산책
(4)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시간,

대부분의 상점이 폐점한 가운데 시간 카페나 주점 바 가24 , (Bar)

붐비는 시간

표 28 분류분석 시간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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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른 아침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회사원들이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는 시간· ,

업무나 일을 하는 시간 그리고 근처의 카페에서 홀로 공부를 하거나 동료들과 휴식 회의를, ,

하는 시간으로도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

상지 방문객의 직업 역할 소비품목과 대상지 내에서의 공간적 위치에 따른 행위자 카테고리, ,

의 속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공간이 어떻게 구.

분되는지를 분석했다.

방문목적 역 할 소비품목 위 치

(1) 여가식사만남( / ) 외부방문객 학생 관광객, , ,

인근회사원 주부, ,

외부관련자 동호회 답사, ,

음식점카페 레스토랑( , ,

주점 등)

신사동 가로수길 및

세로수길 일대

(2) 교육 학생 주부 어머니회, , 음식점카페 분식 등( , ) 대상지 이면도로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밀집지역, ,

학교주변

(3)
쇼핑 외부방문객 학생 관광객, , ,

인근회사원 주부, ,

인근지역주민

의류패션 음식점카페/ , ( ,

레스토랑 주점 등, )

신사동 가로수길 및

세로수길 일대

(4)
거주 주민 산책 근린생활시설, 주택밀집지역

(5) 업무 인근지역회사원 상점주, ,

종업원 청소 건물주, , ,

공무원 건물관리, ,

외부방문객

디자인 관련 업무사진( ,

출력 의류수선 카페), , ,

음식점한식 찌개( , )

대상지 이면도로,

상가밀집지역 신사사거리,

주변 압구정동 인접지역,

(6) 관광 관광객 의류패션 음식점카페/ , ( ,

레스토랑)

가로수길 중심

표 29 성분분석 방문자 특성에 따른 공간 구분:

결론적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나타나는 문화경관 패턴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분석하면·

다른 도시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분류체계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류체계를 통.

한 가로수길의 각 공간은 다음의 표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영역으로부터 명확하게 자

기 성격규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중간 분석으로서 유용할 것이며 다음. ,

장에서 문화경관의 패턴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좀 더 세밀한 관찰과 해석을 제공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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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차양(awning) 다른 구조물 전면형태 진입공간 패턴

생활주거/ 차양이 거의 없음 거주자 전용 주차장,

주차된 차량 주차금지,

안내

폐쇄적 (1) 내부패턴

음식점유흥업소/ 보도를 향해 차양이

덮여져있어 건물전면에

새로운 공간을 형성.

차양으로 공간을

울타리처럼 형성하거나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나타남.

야외테이블 계단, ,

테라스 차양받침대, ,

펜스(fence)

항상 개방된 형태가

대부분 전면벽이 없는.

필로티 형식이거나 문,

또는 창이 접이식으로

업무시간에는 늘

열려있음.

(1) 내부패턴
(3) 외향적 개방 패턴

미술디자인/

컨텐츠

대부분 층이 아닌1

지하나 층 이상에2

위치하여 차양이 없는

공간이 대부분.

홍보물 현수막, ,

안내책자 등

문 또는 창이 항상

개방된 형태이거나

대부분 출입구를

제외하고 유리창 등 으로

폐쇄되어있음.

(1) 내부패턴

패션의류/

컨텐츠

거의 장식차양으로

차양이 간판대신

활용되는 경우도 있음.

상품더미 벤치 소품, , ,

홍보물 간판 마네킹, , ,

자전거 등

문 또는 창이 항상

개방된 형태이거나

지하 및 층 이상에2

입점한 매장의 경우

문 출입구를 제외하고,

유리창으로

폐쇄되어있음.

(1) 내부패턴
(2)

내 외부 연결 패턴-
(3) 외향적 개방 패턴
(4) 외부돌출

카페레스토랑/ 접을 수 있는

보도차양이 대부분이며,

이 밖에도 전면차양,

측면 공간차양,

울타리형 등이 있다.

차양받침대 테라스, ,

메뉴판 간판, ,

야외테이블 발렛파킹, ,

주차관리대기소

펜스 등(fence)

항상 개방된 형태가

대부분 전면벽이 없는.

필로티 형식이거나 문,

또는 창이 접이식으로

업무시간에는 늘

열려있음.

(1) 내부패턴
(3)

내 외부 연결-
(3) 외향적 개방 패턴

표 30 분할표 문화경관 패턴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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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행위자 활 동 공 간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시간,

퇴근 후 산책하는 시간.

신사동 일대 거주자 주로 이.

지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고시원이나 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많다.

인근 아파트 거주민,

등교하거나 출근 퇴근 후.

산책 또는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

가로수길 이면의 주택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늦은 오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영업하는 업소들과

아침과 점심에 인근 회사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다 일부는 이.

두 가지 시간대 모두 영업을

함.

인근 회사원 상점,

종업원들이 오전과

점심시간에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녁시간 이후에는,

가로수길을 방문한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이 그 자리를

차지함.

저녁시간에 이후에는 인근

회사원들의 회식 혹은 각종,

모임의 친목모임 등

방문객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점심시간에는,

인근 회사원들의 식사로

가득함.

신사역에서 가로수길까지

가로변 신사사거리에서,

이어지는 중앙로 인근지역,

그리고 압구정동에서

신사동으로 오는 길목에 주로

위치함.

늦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

혹은 이른 저녁까지 영업을

함 화랑갤러리 등은 각종. /

전시 스케줄에 휴관 휴무( )

하는 일이 있음.

큐레이터 건물관리자 작가, , ,

디자이너 등이 주체를

이르며 연인 혹은 친구들과,

방문하는 고객들이 주를

이룸.

각종 전시와 미술컨텐츠와

관련하여 축제 활동 바자회,

활동 등이 주체들에 의하여

종종 나타남.

이 밖에도 디자이너들의

작품 소개 활동 등도 이뤄짐.

과거 화랑거리로서 많은

화랑이 가로수길 일대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주로 층이 아닌 지하 층1 , 2

에 위치하며 건물 전체를,

갤러리로 사용하기도 함.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여

대부분 저녁에 일을 마침.

주로( 10:00 ~ 22:00)

지방에서 가로수길을 찾는

방문자와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하다 거리를 걷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쇼윈도 너머로

구경거리를 제공함.

가로변의 상점들을 따라

산책 겸 쇼핑을 하거나 연인

혹은 친구들과 구경을 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델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평일 오전이면 자주 접할 수

있음.

가로수길 메인도로에는 주로

대형 브랜드 업체의

매장이 대부분을 차지함SPA .

그 외에도 이면도로까지

다양한 종류의 편집샵,

의류매장 장신구가게 구두점, ,

등 다양함.

레스토랑은 늦은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문을 열고,

카페는 이 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것의

대부분.

각종 모임 동호회 데이트, ,

하는 연인 혹은 친구들, .

가로수길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부터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다양함 취향. ,

방문자 특성에 따라

방문지가 달라짐.

수다 휴식 식사 브런치, , , ,

혼자 공부 작업 혹은,

기다리기 독서 등, .

이 밖에도 경험한 것을

촬영하여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하기도 함 대부분.

발렛파킹을 제공함.

가로수길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그 이면 도로까지. ,

다양하게 걸쳐 형성되어 있음.

메인도로에서 멀어질수록

규모와 판매단가가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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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화경관 패턴 해석4

물리적 요소1.

서로 마주보는 경관1)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이 가지는 독특한 형태를 조장하는 또 다른 공간 구성 방식에 대해 살

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지 일대에서 나타나는 건물 전면의 형태는 여느 다른 가로에.

서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이다 건물 전면의 구조물과 공간은 주목할 만한 패턴을 갖고 있다. .

관찰을 통해 얻어진 그 형태 패턴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35)

내부형태는 매우 큰 창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주택에서 상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설정,

되어진다 여러 가지 품목이 판매된다는 것으로 인해 그 공간 내부에서는 판매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넓은 창을 이용하여 상뭎의 진열이 보도에서 지나가는 고객에게 최대한의 시각적 주목

을 끌어들이도록 설계되어진다 개방된 외향적 형태는 보도를 지나는 고객들이 커피나 음식의.

냄새를 맡고 상품을 집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유리 없는 넓은 창의 입구형태, ,

를 갖고 있다 내 외부 형태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건물 전면의 벽이나 단 차이를 두고. ·

있지 않다 그래서 지나가는 고객들은 바깥에서 내부의 풍경을 모두 볼 수 있으며 좀 더 관. ,

35) 진입공간 패턴 종류에 대한 분류분석 참고표( 26).

(1) 내부 (2) 외향적 (3) 내 외부· (4) 외부돌출

그림 38 내 외부적 패턴과 외부돌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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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있다면 안쪽으로 들어 올 수 있다 외부돌출 형태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 (inside-out)

다 야외테이블이나 상품은 아예 건물의 밖에 위치하며 다수의 노점상들도 이에 포함된다. , .

여기에서는 구조물 좌판과 건물 전면형태 과 공간 보도와 내부 공간 을 연결함으로서 다음( ) ( )

과 같이 건물 전면 패턴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행했다.

구 분 내부 외향적 내 외부· 외부돌출

진열형식 상점내부만 외부의 고객과

내부의 상인

내 외부의 좌판· 내부창고,

외부좌판

건물 전면 벽 있음 있음 그러나.

부분적으로

열려있음

없음. 없음.

전멱 계단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창문 대형 진열창 유리 없는 창틀 없음 없음

접촉의 목표 최대한의 시각 냄새 소리 시각, , 자유롭게 입장,

퇴장 만져보고. ,

보고 냄새맡고, ,

소리를 듣는다.

만져보고 보고, ,

냄새 맡고,

소리 듣는다.

판매 품목

원래 구조의 변경 보통 극단적

표 31 성분분석 건물 전면의 형식:

이러한 성분분석을 통해서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건물 전면 벽이라는 구조물의 주된 흔적은

외부로 향한 개방성이며 이러한 구조물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지나가는 고객들과 진열된 상,

품 혹은 테이블 간의 전면적이고 최대한의 접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의 내부의 사람.

들과 외부의 사람들의 시각적 접촉 이에 해당되며 전면 패턴에 따른 접촉 방식을 보기 위해,

서는 우선 형태를 야기한다고 여겨지는 접촉 행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업공간으로서 대상지의 내부 관련자 상점주와 종업원 들은 그들의 공간 내에서 상품 서비( ) (

스 와 돈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만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의 핵심에는 그 공간의 내부관련자는) .

방문객들과 접촉하게 되며 그들을 상품 서비스 과 접촉시킨다 우선 다음과 같은 인간의 감, ( ) .

정들 즉 시각 후각 청각 그리고 촉각적으로 대상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 , , , ,

태의 접촉을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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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접촉: 형태와 색때로는 혼잡함의 복합성을 지닌 상점주나 상품에 따라 동선의 흐름을( ) ,

막기 충분한 공격적인 개방적 진열에서 공간적 진열 모든 모퉁이와 구성에서 다, , ,

양화된 진열에서 상품과 방문객 간의 접촉

후각적 접촉: 커피 그리고 레스토랑에서의 음식에서 나는 여러 가지의 냄새와의 접촉

청각적 접촉: 음악소리와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소리와,

길에서 나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와의 접촉

촉각적 접촉: 혼잡한 가로를 통해 지나갈 때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는 움직이는 사람들과의 접촉

표 32 영역분석 접촉 형태의 종류:

위의 영역분석에서 대상지에서의 접촉의 주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전체적이고 최대한의.

접촉으로 해서 사람들은 사물 그 자체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 가로수길에 있어서 접촉의.

형태는 다른 도시의 대형 할인매장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 표준화된 선반 위에 깨끗하게 진열된 상품과의 접촉,
(2) 상품들이 포장되어 있고 캔에 들어있으며 완전히 밀봉되어 있으므로 극단적으로 억제된, ,

후각적 접촉, (3) 가격 계산원과의 단지 형식적인 청각적 접촉 그리고, (4) 적절히 넓은 복도에

서 서로 닿지 않고 몰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극히 드문 촉각적 접촉 이와 대조적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에서의 접촉 행위는 현상학적인 관심과 비슷하다 앞선 과정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조물과 공간 그리고 접촉행위의 패턴은 서로 관계되어 나타난다 한 의류매장의, .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의 패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사람들이 상품을 직접보고 만져볼.“ ,

수 있음으로 해서 그에게서 구매 충동을 일으키도록 합니다.36)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접촉행”

위에 대한 내부관련자의 요구는 건물 전면의 형태를 재구성하도록 충동했다 유리창은 외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과 시각적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했지만 다른 직접적인 접촉은 막혀있게

된다 그래서 다수의 내부관련자들은 전면적인 접촉을 위해 창문과 유리 심지어는 벽 그 자. ,

체를 제거했다.37)

큰 입구와 벽이 없이 완전히 개방된 전면 형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경향은 전체적이고 최

대의 접촉을 이루려는 숨겨진 의도의 직접적인 결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상점주들의 요구. ,

36) 참고 인터뷰내용 대 여성. , 20 , .

37)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접촉의 형태를 야기하는 것으로 해외의 문화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해외같. ‘

다 라는 말처럼 이미지에 대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지의 의미적 차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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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공간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그 열,

망을 자석의 힘에 비유해 보자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은 더욱 커진다. .

힘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구매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필연적으로 동선의 흐름

쪽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는 사람들의 흐름은 보도의 중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 ,

로 보도와 건물의 경계선은 전면 벽으로부터 보도 통로의 중간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특정.

공간에서 구조물에 의해 돌출되고 방해하는 현상이 지니는 의미를 앞선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좀 더 가까운 거리와 더 강력한 힘을 갖고자 최대한의 시각적 접촉을 하려는 의도 즉 내면, ,

적 구조의 표면적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39 최대한의 접촉을 위한 공간 구성

이 밖에도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간 구성 패턴은 역으로 공간을 둘러싸는데 있

어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진열된 물건 그 자체의 패턴이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최대한의.

노출을 의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진열 패턴을 공간을 구분하는 벽이 됐다 이들은 공간의 구.

성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최대한의 노출 즉 전체적이고 최대의 접촉을 만들어내려는. , ,

의도가 현재 대상지 일대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의 형태와 진열 패턴은 전체적이고 최.

대한의 접촉이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확고하게 함께 구성된다 그러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지의 공간적 주체들은 마치 건물이 플라스틱이나 가변성이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나

한 듯이 건물 형태를 마음대로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상기한 분석을 통해서 접촉 전면으로서.

형태와 공간의 잘 알려진 패턴이 전체적이고 최대한의 접촉이라는 내면적 구조의 표면 현상적

표현이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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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간을 만드는 일2)

길에 존재한 패턴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빼곡하게 들어선.

패션의류관련매장과 다른 공간들은 길가까지 진열대 혹은 안내판이 나와서 거리 경관을 만들/

었다 이는 오고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다른 곳의 지나는 길과는 달리 멈춰서 머무르는.

길거리로 서성이며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지 일대의 공간.

구성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차양

이다 이들은 보통 간판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거나 햇볕이 좋을 때나 비가 올 때 일시. ,

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 차양들 아래에서 사람들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늦. ,

은 오후를 커피와 디저트로 보내기도 하고 유리를 사이에 두고 옷과 액세서리를 구경하기도,

한다.

그림 40 카페와 레스토랑의 차양 가로수길에서 차양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대상지에 나타나는 차양들은 그 목적과 의미가 다양하다 표 이들은 개성 있는 색상으( 21).

로 그 공간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건물의 전면과 측면에 혹은 건물 사이공,

간에 새로운 외부공간을 만든다 대상지의 공간적 주체들 즉 상점주나 건물주들이 이러한 외. , ,

부공간을 만드는 것에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한다 그들은 차양에 목적에 대해 날씨 때문이지. “

요 차양은 햇빛을 막아주고 비와 눈을 막아줍니다 대 남성 건물 관리인 차양은 처음, (50 , ).”,“

부터 생각했었습니다 건물 앞을 문이나 유리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을 생각. ( )

이었기에 비나 햇볕을 막을 차양이 필요했습니다 대 남성 카페주인 또한 그들은 개(30 , ).”, , “

점을 준비할 시간이면 옷이나 가방들을 밖에 진열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차양아래에서.

먼저 상품을 보고 들어오죠 대 여성 의류매장 종업원 창가자리에는 햇볕이 강해서(20 , ).”,“

필요해요 손님들은 거기를 선호하는 편이라 첫 손님이 오시거나 요청하면 그때 차양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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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그리고 비 올 때는 문을 열자마자 하고요 대 남성 카페종업원 라고 말한다 이들의. (20 , ).” .

말에서 차양을 설치하는 이유를 추론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상품들을 밖에 진열하고 고객. ,

의 선호에 따라 테이블을 보도와 가까이 배치했기 때문에 상품과 고객 그리고 그들 자신을,

좋지 못한 날씨로부터 보호할 지붕이 필요했다 이에 가로수길 일대의 내부관련자들은 상품을.

밖으로 진열하거나 자신들의 공간을 보도를 향해 확장하기를 원했고 차양을 설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으며 결과적으로 외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

특 징 시 간 공 간

(1) 장식차양 상점전면의 작은 부분 간판, 상시밤낮( / ) 건물입구 상점입구 보도, ,

(2) 전면차양 대개 캔바스 접을 수 있음, 궂은 날 업무시간,

햇빛 나는 날,

건물 입구 외 전면공간,

야외테이블 전면공간,

(3)
독립된 공간,

측면공간

목구조 위 또는 파라솔,

또는 건물측면에 설치

상시 건물의 사이공간 혹은 야외

공간

(4)
울타리형 온실 같은 바람막이로 유리창

혹은 차양

추운 날겨울 혹은( )

상시

건물의 외부공간 개조하여,

증축한 공간

표 33 성분분석 차양 의 종류: (awning)

건물의 전면과 측면의 구조물이 만드는 이러한 외부공간의 형성은 대상지에서 특히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앞선 장에서의 건물전면 형태의 종류에 대한 분류분석 표. (

은 대상지의 대부분의 공간들의 주요 특징은 그것들이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22)

준다 특히 대상지의 카페와 레스토랑의 전면 형태는 개점시간 동안은 전면 벽 없이 완전히.

열려있으며 폐점 후에는 접이식 유리문으로 닫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면 형태는, .

내부와 외부 공간 구성의 패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항상 개방된 전면 형태를 가진 공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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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외부 지향적 공간구성 패턴을 갖거나 외부를 향해 개방된 패턴을 가진다 이에 사람들.

은 내부와 외부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또한 비록 전면의 벽 구조를 가.

지고 있다고 해도 항상 개방되어 있는 넓은 입구나 창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를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상지의 차양을 설치하고 건물의 전면.

형태를 개방하면서 외부 보도를 향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부와 외부공간을 연결하였으며 내부와 외부라는 공간 구분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했다, .

또 다른 분류분석 건물 전면의 계단의 종류에 대한 분석 표 은 대상지의 내부관련자들, ( 33)

이 자신들의 공간과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대응하는 방식이 가로수길 일대의 주목할 만한 특

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로 면에 형성된 대부분의 건물들에는 보도와 내부 공간 간의 단.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내부관련자들은 건물 전면에 생긴 단을 의도적으로 마감함으로서 내.

부의 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보도와 분리된 공간을 만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단을 제거.

하거나 그 높이를 줄이면서 내부공간과 같게 만들거나 사람들의 출입을 쉽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건물과 보도의 높이 차이에 적응하는 방식은 건물의 전면 형태 그리고 차양과 마찬가지

로 외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고 가로수길 일대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중요한 상징,

적인 요소인 테라스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림 41 카페와 레스토랑의 차양과 전면형태 결과적으로 이들은 외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

이와 같이 대상지의 공간적 주체들은 건물선이 후퇴된 그 자리에 내부와 외부의 단 차이를

없애는 테라스 공간을 만들거나 보도와 건물 사이의 남짓의 공간에 테라스를 만들고 테이1m

블을 놓으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심지어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부에 벽을 만들어.

공간을 구분함으로서 테라스 개념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의 공간.

적 주체들은 공간과 구조물을 재구성하면서 물리적 형태와 일상생활의 내용간의 합치를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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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38) 이는 그들의 주요 목적인 고객들을 수요에 따라 고객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결과적으로 가로수길의 차양과 테라스는 보도와 건물의 경계면에 새로운 외부 공간.

을 형성했다.

구 분 테라스의 종류

단 차이 없음
바닥 패턴을 보도와 차이가 나도록 구성하여 내부공간과 외부 테라스를 구분-

과거 주택이었던 건물을 활용하여 그 앞마당에 테라스 공간 구성 혹은 차고를- ,

그대로 활용하여 그 전면 공간을 테라소 공간으로 구성

단 차이 있음
내부 공간의 테라스화-

전면 벽을 제거함으로서 의도적으로 필로티 형식으로 구성 또한 내부에 또 다른,

벽을 만들어 공간 안에서 내외부 구분/

건물의 전면과 측면의 테라스-

입구계단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단을 마감으로서 내부와 같은 높이의 공간 구성,

대부분 그 경계면에는 펜스를 설치함 또한. ,

표 34 분류분석 테라스의 종류:

38) C. Alexand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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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방해하고 유도하는 구조물3)

앞선 과정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이를 구성하는 지속적인 구조물

의 행위로서 내부와 외부 공간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앞의 과정에서 단.

지 물리적 흔적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된 형태에 대한 현상을 해석한 것에 반해 여기서는 어떤

규칙이 그 현상학적 형태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공간 구성의.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행위 패턴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39)

대상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의 행위는 가로에 인접한 건물과 공간들에 따라 다양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행위 중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지인 신사동 가로수길에. ,

서 사람들의 행위에는 지속적인 행위 패턴 남 북 방향으로 선형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 -

할 수 있다 도산대로 남 와 압구정로 북 에서 진입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중간지점에서 가로. ( ) ( )

수길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보도를 따라 걷는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저기 걷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선형 패턴으로 걷는다 그들은 이따금 취향에 맞는 공간을 발견하거나 목적.

지에 다다르면 걸음을 멈추기도 하지만 대부분 끝까지 가로수길의 보도를 따라 쭉 걸어 올라,

가며 남쪽 또는 북쪽 거기서 건너서 반대편 보도를 따라 내려간다( ) .

그림 42 가로수길 전경 가로수길에는 그루와 은행나무가 가로를 따라 뻗어있다. 116 .

39) 인간행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하나의 맥락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행동상황 은 본 연구에서 가로에서(behavior setting)

발생하는 행위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로저 바커 는 특. (R. G. Barker)

정의 시간 공간에 있어서 반복되는 행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물리적인 모든 상황을 의미 하는 것이 행동상황이라, ,

일컬었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속적이며 반복되는 행동패턴 환경요소 특정한 시간대 그리고 마지막, 1) , 2) , 3) ,

으로 이 세 가지의 일치 합치되는 관계를 들었다 참고· . . R. G. Barker, Ecological Psychology: Concepts and

Methods for Studying the Environment of Human Behavior, Stanford Univ. Pres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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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가로수길을 구성하는 몇몇의 구조물과 주체들의 공간 구성의 방식이 사람들이 이러

한 선형의 흐름을 갖게 하는데 기능한다 이 중 하나는 바로 가로수이다 가로수길에는 은행. .

나무 그루가 쭉 뻗은 가로와 서로를 의지하듯 수평선을 향해 뻗어 있다 이에 따라 강력116 .

한 축 이 형성되고 선형의 흐름을 유도한다 년 수령의 은행나무는 층 높이의 건축(vista) , . 20 5

물높이와 맞먹으며 좁은 보도를 뒤덮을 만큼의 크기이며 이에 따라 층 노천카페에 있으면, 2

바깥으로 보이는 전경이 은행나무로 뒤덮여 있다 또한 의 보도 폭과 이를 따라 들어선. , 3.5m

가게들의 행렬은 가로가 번성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며,40) 이는 전체가로에 리듬감을 주어

지속적인 행위의 흐름을 유도한다 즉 가로변 건물 층에 위치한 카페나 레스토랑 혹은 패션. , 1 /

의류관련매장들은 마치 병풍처럼 늘어서 하나의 쇼윈도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건물의 개방적.

인 전면형태는 사람들이 내부의 상품을 구경하고 카페 안의 사람들을 제한 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폭이 좁은 가로를 따라 병풍처럼 형성된 다양한 점포들은 서로간의 거리를.

좁은 간격으로 유지하여 가로수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다섯 발자국 남짓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각기 다른 공간을 만들어 지루하지 않은 경관을 제공한다.41)

그림 43 가로수길 점포의 폭 가로수길 일대의 공간들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루하지 않은 경관을 형성한다. .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선형의 흐름을 갖게 하는데 몇몇의 구조물이 기능한다 두 개의 구조물. ,

즉 차양과 건물 전면의 상품과 진열대는 다른 어떤 구조물 보다 선형흐름을 유도하는데 중요,

40)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의 전면 폭과 가로 폭을 조사한 이양희 는 이것의 비율 이 보다 낮은(2009) (W/D) 1 95.12%

로서 가로가 번성하기 위한 조건 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 .

41) 걷기의 역사 의 저자 솔닛은 도시에서의 걷기가 원시시대의 수렵이나 사냥과 닮았다고 말한다 시골에서의 걷기.「 」

가 단순히 지나쳐가는 것인데 비해 도시에서의 걷기에는 볼거리와 사냥감 이 함께 있다는 이 비유의 거리는 거, ‘ ’

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다 이경훈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서울 푸른숲 쪽 재인용. , , : , 2011. 40 . .「 」



- 92 -

한 역할을 한다 계속 이어지는 차양과 건물 전면 공간의 연속성과 균질성은 지속적인 행위.

패턴으로서 선형흐름을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점 주인이나 종업원이 직접 상품 가격을.

외쳐대며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이 행인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건물 전, .

면에 의류상품을 몇 벌 정도 걸어둠으로써 행인 마치 길이 아닌 옷가게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차양과 테라스는 마치 카페의 일부분을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자아낸다 이렇듯 대상지 일대의 공간들은 가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최.

대한 끌어내고 구매를 유도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기획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선형흐름, .

을 갖는 공간 구성의 패턴을 유지한다.42)

그림 44 차양과 전면형태 이들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행위의 흐름을 유도한다. .

결과적으로 대상지의 다양한 구조물들은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규칙 아래 배열되어 흐름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동선을 억제하도록 고안되는 다른 구조물과 행위들.

또한 나타난다 가로수길에 드문드문 보도위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들의 좌판은 보도를 좁게.

만들며 통과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보도와 바로 접하는 야외테이블과 테라스로 인해 보.

도가 더욱 좁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다수의 상점들은 때때로 그들의 공간 바로 앞에서 홍. ,

보활동을 하거나 그들의 입간판 혹은 상품더미를 보도를 향해 내놓는다 이는 도시 공간을, .

계획 설계하거나 정책을 고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지만,

대상지의 공간적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 카페와 레스토랑의 주.

42) 제인 제이콥스 는 도시의 안전과 활기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그는 업무(Jane Jacobs) .

때문에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눈요기를 하며 상점가를 거니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동네 골목에서 뛰, , ,

노는 아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활동 으로 도시의 가로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유강은, 1961,

역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서울 그린비 쪽, , : , 2010,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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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그리고 패션의류매장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보도 공간을 침해하는 모든, /

구조물들이 주의 깊고 의도적인 구성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의류매장의 관계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 그는 보도의 교통 혼잡은 여기 사람들에게 거. “

부되지 않으며 오히려 환영받는다 좀 더 혼잡하다는 것은 좀 더 상품을 팔 기회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한다, .” .43) 이처럼 대상지의 공간적

주체들은 보도 위의 입간판들과 개성 있는 상품들과 같은 유용한 구조물들을 이러한 패턴으로

구성하면서 그들의 공간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속도를 낮추었다 사, .

람들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서 공간적 주체들은 그들의 공간에 더 많은 주의를 끌게 하고 사람

들은 그 공간과 상품 그리고 상품을 사게 되는 행위와 더 많이 접촉하게 된다, .

그림 45 노점상과 건물의 전면 공간 이들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동선의 흐름을 강화하고 저해한다. .

가로수길은 개의 모순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그 하나는 이동하는 것이며 다른2 . ,

한편으로 소비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다 가로가 통행로로 인식되어지는 경우에는 그 흐름이 가.

능한 빨라야하겠지만 길이 아닌 거리로서 그 내부관련자들은 동선의 흐름이 가능하다면 늦춰,

져야 한다고 느낀다 이 결과로서 가로수길 내 어떤 사람들도 가로수길 동선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과 공간들은 불법적이거나 자신들의 상업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 필요한 것으

로 여기며 이는 오히려 다양한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관찰된 형태 패턴에 대한. .

표면적인 이유는 동선의 흐름을 강화하고 저해하는 것이며 그 형태에 내재하는 의미는 사람,

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공간을 방문하는 기회 또한 늘어난다는 생각 아래에서 형

태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이자 전략이다.

43)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것이 대상지에서 펼쳐지는 정기적 비정기적 이벤트나 축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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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 요소2.

사람들로 만들어진 문화경관1)

신사동 지역의 초기 고객은 인근 거주민과 회사원들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금의 신사.

동 가로수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외부방문객44)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패션의류관련 소비공간들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러한 공/ .

간들은 앞선 분석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방문하는 사람들의 역할 취향 혹은 성격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각 공간마다 주요하게 나타나는 혹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관찰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신사동 가로수길의 중심도로는 외부방문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채워진다 방문객이 늘어나고 가로수길이 부각된 결과로 나타난 가로수길 전면의 매장들은 주.

거공간과 업무공간에서 상업공간으로 의료 혹은 생활관련 공간에서 대형 브랜드 상점들로 변,

화했다 가로수길 위의 패션과 의류관련 매장들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점차 그 규모가 커지기. ,

시작했고 이들은 가로수길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주체들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외부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점유된다.

대형 브랜드 업체에 밀려 그 이면으로 옮겨 나타나기 시작한 다른 공간들은 외부방문객 뿐

만 아니라 인근지역 회사원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용된다 또한 대상지에 업. ,

무상 방문한 이들 예를 들어 상점주와 종업원 각종 디자이너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회사원, , ,

등도 그들의 식사를 해결하거나 모임의 장소로 때로는 휴식을 위해 가로수길 일대의 소비공,

간들을 찾는다 이들은 대부분 가로수길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정식과 찌개류의 음식점들.

그리고 비교적 한적한 카페를 찾으며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와 패션전문학교를, ·

포함한 다양한 교육공간들은 지역주민이나 해당 학생들에 의해 점유되고 그 주변으로 분식점,

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그들의 생활패턴에 따라 공간이 구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45)

44) 본 연구에서는 가로수길의 문화경관과 관련되는 주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상점주 종업원 혹은 디자이너와 같. ,

은 많은 시간을 가로수길에 할애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부관련자와 주로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인 외부관련자

가 그것이다 여기서 외부방문객은 소비자로서 외부관련자이며 가로수길에서 많은 경험과 활동을 하지 않은 초보. , ,

적 문화만을 경험한 대상을 말한다.

45) 이는 실제로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은지 어느 시간대에 사람의 이동이 활발한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

이동하는지 등을 직접 따라다니며 특정 시간대에 특정 공간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



- 95 -

구 분 방문공간 위 치

외부방문객 음식점주로 카페 레스토랑 주점( , , ),

의류패션매장 화랑갤러리 의료시설/ , ( ), ,

미용뷰티 관련 시설/

신사동 가로수길 및 세로수길 일대

학생 학교 음식점카페 분식 등, ( , ),

의류수선매장,

대상지 이면도로 대로변 상가지역, ,

주택밀집지역 학교주변,

주민 근린생활시설철물점 슈퍼마켓( , ,

잡화매장 세탁소 등 공공서비스 시설, ),

주택밀집지역

인근지역 회사원 음식점주로 한식점 찌개( , ),

업무관련회사

대상지 이면도로 상가밀집지역, ,

신사사거리 주변 압구정동,

인접지역

관광객내국인외국인( / ) 음식점주로 카페 퓨전요리전문점( , ),

의류패션매장/

가로수길 중심

표 35 분류분석 방문자 특성에 따른 방문공간의 종류:

이를 공간의 주요 대상이 되는 방문자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6 주요활동인구 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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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로수길 이면의 골목길을 따라 세로수길이라는 새로운 길거리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이러한 방문자 패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번화한 서울 강남과는 별도로 그 한복판에서.

한적함이라는 무기로 가로수길을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었다 하지만 근래 가로수길이 부각된.

결과 강남의 여느 곳과 다름없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면의 골목.

길에 자리한 비교적 한적한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로수길 이면의 주택가.

에는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길만한 테라스형 레스토랑부터 이국적인 퓨전 음식점 와인바와 사,

케바가 속속 들어서며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46) 또한 여느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면에는 패션의류 관련매장들과 카페들이 그리고 그 이면의 골목 안쪽으로 외국/

요리전문점 등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방문자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패턴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종족47) 국적 혹은 역할 등과 같은 방문자 특성이 공간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특성에 따라 그 문화경관 또한 함께 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

미용용품 판매점과 퓨전요리전문점 그리고 패션의류매장들은 이후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아오

는 새로운 관광객 인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맞아

들인다.48) 또 단순한 쇼핑 뿐 아니라 미용과 뷰티 와 관련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 (beauty)

스를 판매하기 위한 변신이 시작된다 그 중 일본인 관광객을 주된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

는 카페와 퓨전요리점의 경우 특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공간에서 손님을 구분.

하고 별도로 제외하는 역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과 간판에 쓰인 글씨들 일본어 간, (

판 및 메뉴판 그리고 분위기를 통해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과 업소들이 손님),

의 성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대상지 일대의 한국퓨전요리전문점은 서양 관광객. ,

들도 찾지만 한국음식과 유사성이 더 있는 음식물화를 갖는 일본 등 아시아 관광객들이 집중

적으로 많이 찾는 곳이다 신사동의 이러한 한식전문점들은 인근의 회사원 등 한국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찌개와 탕 구이 등을 판매하는 밥집들이 있고 외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46) 신사동 지역전문가는 메인거리의 권리금이 높아지면서 개인 매장들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번지는 게 표면적인“

현상지만 번화해진 가로수길을 걷다 예전의 한적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다”

고 설명한다 참고 머니위크 다시 뜨는 가로수길 진짜 선수들의 경쟁이 시작되다. . , 2010.12.09.「 」

47) 여기서는 인류종족에 따른 구분 뿐 아니라 현대 시대에 사람들은 그 특성에 따라 족으로 구분하는 개념을 포함한~

다 예를 들어 마니아 트렌드세터 그리고 미시족 이 그러하다. , (mania), (trend-setter), (missy ) .族

48) 실제로 가로수길 찾는 새로운 사람은 눈에 띈다 바로 일본인 관광객들인데 이들이 카페 안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 ,

거리에서 지도를 펴고 찾아보는 모습 그리고 매장에서 어렵게 가격을 묻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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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퓨전형태의 분식집과 한정식집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 외국음식으로서의 한국음식으로.

준비되고 제공되는 셈이다.

그림 47 일본풍 간판과 거리풍경

성별에 따른 공간의 구분2)

앞선 과정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신사동의 초기 경제활동이 인근 회사에 근무하는 남성을 주

된 소비자로 하는 술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부들을 공간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오

늘까지도 신사동 공간소비 인식에 있어서 성에 관한 특별한 맥락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신사동 카바레의 여성들 소위 미시족이라 불리는 여성들이 주도한 신사동 가로수. , ,

길 일대의 경제활동은 오늘날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 각인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을 부인

할 수 없는 요소다.49)

일반 상가와 음식점 등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했지

만 카바레 클럽 의류매장 등에서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한 가로, , . ,

수길이 초기에 활성화된 주요한 계기가 된 화랑거리의 형성의 배경에는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활약이 크다 그들은 소득이 안정됨에 따라 자신의 거실을 장식할 미술작품들과 조.

각을 찾기 시작했고,50) 이들의 화랑과 각종 갤러리의 출입은 여성패션의류매장의 출현을 야/

기 시켰다 또 이 과정에서 직접 매장을 차린 사람들도 생겼다 이처럼 신사동 가로수길의 일. , .

49) 이러한 내용은 인터뷰 중 많은 사람들이 가로수길을 미시족을 대상으로 한 공간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신사동 일대 카바레의 주요 고객도 가정주부들이었다 강준만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 . , , ,「 」

서울 인물과사상사 쪽: , 2006. 154-156 .

50) 윤주현 강미나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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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장소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시점부터 여성들에게 환영받는 존재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

재 여러 공간들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이와 같이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공간구분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8 성별지도

테라스카페에 앉아 즐기는 커피 이국적인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여유 작지만 개, ,

성 있는 소규모 패션의류관련매장 등 마치 유럽을 연상시키는 공간의 구성은 특히 여성들에/

게 환영받는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로수길 일대의 많은 공간들이 변화한 만큼 그 분위기와.

방문객 층도 달라졌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곳을 찾는 방문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대 정도이다7 3 .51) 예전에는 외제차를 끌고 와서 디자이너 의상을 쇼핑하고 유럽풍 레스토“ ,

랑에서 수다를 즐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인근 지하철을 타고 와서 쇼핑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52)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전과 비교해 고객의 연령층은 더 어려지고 더 대”

중화됐을 뿐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간들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거나 많은 의류매장에서.

51) 참고 머니위크 다시 뜨는 가로수길 진짜 선수들의 경쟁이 시작되다. , , , 2010.12.09.「 」

52) 참고 인터뷰내용 대 남성.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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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한 벌 가격대가 약 만원 이라는 것을 보면 이곳은 여전히 구매력 있는 여성들이 찾는10

곳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에 따라 대상지 일대의 공간들은 그들의 주 방문객에게 환경.

받는 공간으로 채워지고 그 공간들은 여성고객이 많이 온다는 대상지 전반에 나타나는 문화,

적 특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그림 49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의 의류매장 여성의류 및 장신구를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또한 대상지의 주 방문객이 여성이라는 것은 그 유동인구 관찰하여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

는 가로수길 유동인구 현황을 시간대 별로 분류한 것이다.53)

구 분 남명( ) 여 명( ) 구 분 남명( ) 여 명( )

07:00 ~ 09:00 357 393 17:00 ~ 19:00 974 2,589

09:00 ~ 11:00 486 640 19:00 ~ 21:00 1,456 3,417

11:00 ~ 13:00 844 1,780 21:00 ~ 23:00 1,255 2,382

13:00 ~ 15:00 1,005 2,292 23:00 ~ 25:00 347 395

15:00 ~ 17:00 848 2,000 계 7,572 15,888

표 36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

하지만 근래에는 이외에도 여성 남성의 구분 없이 그리고 하나가 아닌 다양한 복합공간을,

53) 또한 대상지의 주 방문객이 여성이라는 것은 그 유동인구 관찰하여 알 수 있다 다음대상지의 요일별 주 방문고객, .

유형 및 활동유형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계절 동일한 시즌에도 요일에 따라 통행패턴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 조사가 이루어진 목요일 년 월 일은 요일별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일반적인 신사동 가로수길의 모습을, (2011 9 1 )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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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최근에 눈에 띄게 늘어난 매장. SPA 54)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용,

도가 혼재된 다양한 대안공간들은 방문자들을 그 구분 없이 맞이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성별 구분 없이 복합적인 상품들을 같은 공간에 진열하고 특정한 활동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카페나 갤러리카페와 같이 서로 다른 경험을 동시에 유발한다.

그림 50 매장 에잇세컨즈 와 스파이시컬러SPA . (8seconds)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3)

지금의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복합적인 시간의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다 즉 시간대.

에 따라 지역의 경관과 활동 사람이 달라지며 이는 복잡하게 배치된다 이처럼 시간대에 따, .

른 경관 변화와 기능 및 활동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은 도시의 상업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발견

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대상지인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또한 상업지대와 주택가가 공존하는.

곳이면서 시간에 따른 다층성과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공간구성의.

다층성과 다양성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는 것은 신사동 일대의 생활 문화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일 중 하나이다 게다가 대상지 일대 전체가 시간 동안 동일한 패턴으로 사람. 24

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속에는 다양한 형태로 각 공간의 개성 또는 정,

체성을 살린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문화경관 패턴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 행위의 시간에 따른 전개방식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우선 하루의 단.

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다시 공간의 주체별 구성. ,

과 그들의 움직임의 차원을 축으로 재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각 공간들이 개점하는,

54) 패스트브랜드라고 불리기도 하는 는 의 약자로 하나의 의류 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랜드 회사가 기획 디자인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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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폐점하는 시간을 관찰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림 51 개점시간 층(1 )

신사동 일대의 상가가 초기에 신사사거리의 유흥지대를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과 인근 회사원들이 주로 찾는 상업지역이라는 인식은 신사동 일대의 상가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저녁 이후의 시간대일 것임을 예고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녁 혹은 야간.

시간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일과를 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

간들이 많다 특히 의류수선 관련 매장과 소품관련 업소들은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이 되. ,

면 문을 닫는 일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문을 여는 업소와 활동시간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가로수길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브런치 문화는 늦은 오전부터 오후까지의 시간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대부분의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따라 방문.

자의 특성과 판매품목이 달라지며 늦은 밤에는 신사사거리 이면의 음식점 또는 주점이 활성화

된다 즉 주간 활동의 인구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야간이 시작되면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완. ,

전히 철수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야간활동인구에게 신사동 가로수길을 내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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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요소3.

이미지와 트렌드1)

대상지의 공간들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가로수길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시점에도 자리잡.

고 있던 화랑과 지금은 주춤한 다양한 가구점들 계절마다 새로운 상품들을 선보이는 패션의,

류매장과 액세서리가게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카페와 레스토랑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 .

중 지금의 가로수길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뚜렷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 그 만의 특색을 갖춘 카페와 레스토랑들이다.

가로수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카페와 레스토랑은 주요 목적지이자 만남의 장소이며 취,

향에 따라 선택하는 주관적 선택의 공간 다양한 자기만의 일을 하는 여가의 공간이자 일을,

하는 작업의 공간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휴식의 공간이자 관광지이.

고 또 밖의 길거리 풍경을 감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찾는 방문자, , .

들에게 이들의 선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은 시,

각적인 요소와 미각 등을 통한 경험적 취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

달과 각종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공간의 방문후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IT

방문하고자 하는 공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간접경험의 장을 방문하여 취향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림 52 카페와 레스토랑

서울에서 특색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는 삼청동 비롯한 북촌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홍대 주변 그리고 최근에 부상하는 경복궁 서쪽의 통의동 및 부암동을 꼽는, ,

다.55) 맛집과 카페 그리고 꼭 가봐야 할 서울의 관광명소를 소개한 책들도 대부분 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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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지리적 공통점과 이곳의 공간적 특성.

이 무엇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먼저 이곳은 지리적으로 양복을 잘 차려입.

은 회사원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또 강남의 주요업무지역이나 다른 업무밀집지역처럼 대. ,

로변에 발달해 있는 곳이 아니다 이들은 주로 전통적인 주택가였거나 예로부터 형성되어온.

마을로서 골목길이 발달한 동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방문자들이 걸으면서 건물의 외. ,

관도 구경하고 그 안의 사람들도 구경하다가 한번쯤 들러보게 하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되어 있던 공간 즉 신사동 가로수길은 앞선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

다양한 시대에 따라 형성된 문화경관의 층이 서로 얽혀있는 도시 공간이다 고층 빌딩과 커다.

란 대로가 대부분인 강남 속에서 의 가로수길과 그 주변의 주로 년도에 지어진 주15m 70, 80

택가의 골목길을 걸으며 취향에 맞는 상품과 공간을 찾는 것은 마치 벤야민 이 도(Benjamin)

시 곳곳에 숨어있는 기억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단적 과거의 의미심장한 파편을 발굴해

내는 고고학자 처럼 거리를 헤매는 산보자로서 유년기의 체험의 편린을 찾는 것과도 같‘ ’

다.56)

이미 세련되게 단장되었던 압구정동과 청담동과 달리 신사동 일대는 강남에서 아파트 단지

가 없는 동네로서 발전이 지체된 공간 그대로 세월 속에 갇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

스럽게 예술가들을 이끌었고 개성이 강하면서도 작은 규모의 공간들이 생겨나는데 밑거름이,

됐다 새로움과 자신만의 공간을 찾는 도시의 산보자에게 압구정동과 청담동 등은 이미 발굴.

된 공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었다 반면 정체성 형성 과정 초기의 가로수길에는 특색, . ,

을 갖춘 장소들이 속속히 등장하며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산보자들에게.

이는 새로운 탐험의 대상이자 자신만의 아지트였다.

이들 산보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건물의 전면 또는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

하다 간판과 전면 유리창 등 파사드 는 그 안의 인테리어 못지않게 공간의 성격과 방. (facad)

문객의 취향을 반영한다 우선 카페의 이름부터 브랜드커피전문점과는 다르게 그 만의 전략을.

55) 하나의 장소가 갖는 이미지는 방문자들이 카페와 레스토랑 혹은 의류매장 같은 특정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모여 이루는 특정지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의 이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56) 벤야민은 에서 산보자라는 개념을 유포한 보들레르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이후Das Passage-Werk ,「 」

의 도시문화 연구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산보자 를 발굴했다 산보자는 도시의 거리를 소요하는 신사로(fl neur) . ,ậ
세기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가인 샤를 보들레르의 표현대로 도시의 볼거리를 즐기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채집 조19 ·

사하는 즉 산보하기 를 행하는 사람이다 참고, (fl nerie) . . W. Benjamin,ậ Das Passage-Werk 조형준 역 아케이, ,「

드 프로젝트 서울 새물결, :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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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서 시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이름들 혹은 그 장소가 위치한.

주소를 그대로 그 곳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다 또 이름과 외형만으로는 무. ,

엇을 하고 무엇을 판매하는 곳인지 짐작이 어려운 공간 등이 있다 본 연구 대상지의 카페와, .

레스토랑의 제목은 모두 나름의 의미와 전략을 가지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얼굴을 표

방한다 이로써 산보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만의 장소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면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내건 간판들은 결코 자신만 눈에 띄기 위해 조화.

를 깨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크릴 재료 페인팅 기법 등의 표현의 다양성으로 그. , ,

만의 분위기를 연출한다.57)

가로수길 일대에 자리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그 특색을 제목과 간

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인테리어와 테이블 의자 등 실내 가구는 그 공간의 성격을 보,

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카페와 레스토랑의 실내장식의 공통점은 아날.

로그적 향수를 맛보게 하는 딱딱한 나무의자와 복고풍의 분위기를 띄거나 세련된 북유럽의 개

성 혹은 일본풍의 분위기 등이다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곳이 아닌 어디까지나 여가시간을 영위하기 위해 또는,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찾는 공간이기에 이 선택에는 그들의 취향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 하.

지만 한편으로는 장소의 경험 그 자체와 그 곳에서의 소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구분

짓기를 시도하기도 한다.58) 가로수길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해외여행을 다녀온 듯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후기를 남기거나 자신의 방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들이 가로수. ‘

길을 가다 가 아닌 가로수길을 다니다 라고 표현하는 속에는 자신은 최신 유행의 흐름 속’ ‘ ’

에 있으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9)

57) 가로수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간판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

다 참고 김영배 간판의 길에서 가로수길을 만나다 옥외광고센터 편 사인스케이프 아름다운 간판거. . ,“ ”, , 2010:「

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10.」

58) 같은 의미로서 강준만 오두진은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의 서문에서 커피는 선택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사람과· ,「 」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커피를 통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구별짓기를 시도하기

도 한다고 말한다 이는 영화 유브 갓 메일 에서 톰 행크스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 you've got mail> “

을 고르면서 지불하는 달러에는 단순히 한 잔의 커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것도 들어2.95

있다 고 한 대사에서도 함축적으로 드러난다” .

59) 가로수길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방문할 때는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

을 쓰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마치 어느 쿠폰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가로수길 일대의 카페와 레스토랑 어디 어디를. ,

가봤다고 자랑하듯 말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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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방문 그 자체와 테라스카페에서의 브런치와 커피는 일종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사람 자체보다는 그를 둘러싼 맥락의 정보를. ,

더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60)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따라하게 하고 이

를 통해 같은 계급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같은 의미에서 파노플.

리 효과(panoplies effect)61)는 미국의 유명 드라마인 섹스 앤 더 시티< sex and the city>

를 계기로 브런치카페를 통해 가장 공공연하게 나타난 바 있다 예를 들어 가로가 훤히 보이.

는 브런치카페에 앉아 주말 늦은 오전을 보낸다는 것은 마치 주말 아침에 모여서 브런치를 즐

기며 서로의 지난 한주를 이야기하는 주인공들과 동일한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62) 이처럼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문화소비는 바로 이러한 파노폴리 효과와 직

결되어 있다 어떠한 성격의 공간에 가느냐가 그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믿는 경.

향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그림 53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의 한 장면 주인공들이 아침에 모여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 > . .

60) 이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행한 실험으로 증명된다 즉 브랜드커피전문점의 컵을 들고 있거나 커피컵을 들고TV . ,

있는 인물의 배경에 브랜드커피전문점이 있는 화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적이고 세련된 은행원일 것‘

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스페셜 커피 앤 시티 방영’ . SBS , ,2011.04.03 .「 」

61) 파노플리는 집합이라는 뜻이 있으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을 통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현상을 일컫어 파노플,

리효과라 한다 어린 아이가 역할놀이를 통해 마치 그와 같은 인물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파노플리를 이.

루는 상품을 소비하면 그것을 소비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집단에 속한다는 환상을 준다 무선인터넷 활용에 대한 매.

력보다도 최신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상품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생각에 명품을

소비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 .

62)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는 뉴욕이 로망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주인공들의 스타일< > . ,

과 그들이 갖고 등장하는 패션 아이템은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했으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식당이나 매장을 돌아보,

는 관광코스가 생겼을 정도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성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됐다 또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

주인공들이 거의 매회 주말 아침에 모여서 브런치를 즐기며 서로의 지난 한 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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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로수길의 장소정체성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활용하여 각 공간들은 그것의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브런치는 구별 짓기의 작업을 통해 다르게 해석되는 과정을 거친.

다.63) 드라마나 대중 정보 매체를 통해 이는 세련되고 주도적인 여성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

내며 고가의 음식을 먹는 장소로서 브런치카페나 레스토랑의 성격을 만들어냈다 드라마 속, .

의 여성들이 가진 성격과 브런치의 유동적인 성격이 결합하면서 이미지화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익숙한 서양음식과 구별됨과 동시에 그것을 소비하는 장소로서 가로수길을 다른

공간과 구별했다 사람들이 가로수길에서 소비하는 것은 브런치 식사나 한잔의 커피 뿐만 아.

니라 가로수길의 이미지와 장소성을 소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교류 공간2)

문화소비공간으로서 가로수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과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층위의 소통이다. .

첫 번째는 공간을 형성하는 주체들 즉 상점주들이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

표출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의 소통이다 두 번째는 그 공간 안에서 방문자들 간에 진행되.

는 소통이다 세 번째는 공간 안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간 밖의 다른 누군가와.

행하는 소통이다 가로수길에는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상점주들 자신이 그들의 공간.

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그러한 목적으로서. ,

대상지 일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가끔 다양한 전시회와 기업들의 홍보 공간 혹은 심지어.

패션쇼도 기획하는 카페 공방으로 시작해 갤러리로 진화한 공간 갤러리(COFFEE SMITH), (

63) 브런치는 서양의 일상식 브런치로 가정집에서 흔히 해먹는 식사 종류 중의 하나이다.

그림 54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카페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애완견 카페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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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이라는 소재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공간 일본제과점 도쿄빵야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SP), ( ),

성공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직접 소통을 꾀하는 공간 바가지머리 그리고 종종 바자회가( )

열리는 브런치카페 블룸앤구떼 년 이전 와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소통을( , 2011 )

꾀하는 공간 이색 고양이 카페 춤추는 고양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이 방문객(GRR), ( ) .

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면 북 카페는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인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이 전면에 등장한다 상점주들이 선택한 전략이 이러한 방식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이는 가로수길의 공간들을 단순히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

일종의 문화적 공간으로서 기획하여 내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일시적으로 등장해서 곧 없어지는 팝업스토어64)라는 개념의 공간들은 다른 공간

보다 적극적인 공간으로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5 가로수길에 등장하는 팝업스토어 이들은 자신만의 전략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꾀한다. .

두 번째 소통의 방식은 가로수길을 거닐다 보면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이는 지금. ,

의 가로수길 공간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다방과 주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카페와 레스토랑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서 특정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그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단순히 커피와 음.

식이 아닌 정체성과 관련된 일종의 존재 표시의 행위로서 카페를 찾는다는 점은 알프레드 델

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와.“ ,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이고 불행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 꿈을 충족시키기, ,

위해서 웃고 울기 위해서 화창한 날과 길이 필요하고 카페와 카바레와 레스토랑이 필요하다, , .

64)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 때문에 떴다 사라진다 는 의미의 상점 하루에서 길게는 한두 달 정도로 짧은' (pop-up) .

기간만 운영하는 상점을 지칭한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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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목격자가 되기를 좋아한다 함께 어울릴 대중과 화랑과 우리 삶의 증인.

을 갖고 싶어 한다65)”

마지막으로 같은 공간에는 없으나 가상의 공간에 있는 누군가와 이루어지는 소통이다 어디.

를 보더라도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광경이 바로 휴대전화 혹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누군가

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모습이다 이는 특정 공간에서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길을 걸으면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특히 동반자 없이 혼자, . ,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혼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은 노트북을 통해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다 즉 동반자와. ,

담소 상점주인과의 이야기 등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그 장소에 없는 누,

군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인 것이다.

65) C. Lefebvre, La France des caf et bistrotsē 강주헌 역 카페를 사랑한 그들 서울 효형출판, 2000, , , : , 2008,「 」

쪽 본문 재인용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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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소결4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의 공간들을 비교적 한정된 영역 위에서 극히 다양한 구성을 보여준

다 먼저 용도별로 상업지와 주거지가 일부에서는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적지 않은 영역.

에서 부분적인 혼재를 보여준다 이것은 주거지들이 형성되던 초기부터 있던 현상이다 즉 주. . ,

거지의 일부에서 인근 아파트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종 판매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일대

의 상업의 출발인 것과 같다 이후로도 이면의 주택가가 우선 디자인 계열의 회사와 개인 매.

장들로 점진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카페 혹은 레스토랑으로 변하는 양상 그리고 신사파출소,

에서 신구초교까지 가는 길 양편의 주택들 역시 가게들로 변화되는 양상이 전개됐다 전반적.

으로 주택을 개조하여 상가가 늘어나고 주택영역이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는데 그 변화속,

도는 시대마다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차이를 보인다.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의 공간적 주체들이 그들의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대

상지의 공간들은 비교적 보편적인 공간 구성 방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여느 주택가에 위.

치한 가로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가로수길을 따라 늘어선 대형 패션의류매장의 행렬. /

과 그 이면의 좁은 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의 행렬에는 각 공간마다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점도 있지만 적지 않은 영역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경관을 찾을 수 있다 카페와.

레스토랑의 테라스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유리를 사이에 두고 진열된 상품을 구경

하는 모습은 대상지 일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며 또한 햇볕 좋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차양들 그리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건물의 전면,

형태 등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관이다

이들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양식이나 물리적 형태로서 본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

미와 목적 이외에도 공간적 주체들의 요구와 기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의식적인 문화경

관 패턴이며 또 독특한 공간의 연원이 된다 예를 들어 차양과 테라스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 . ,

목적이외에도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방적인 건물의, ,

전면 형태는 내부관련자들 자신의 공간과 상품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접촉을 이루어

내기 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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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 측면에서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대상으로 하는 방문객의 취향과 성별 등에 따

라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과거 신사동에 자리 잡고 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근지.

역에서 근무하는 회사원들이나 디자이너 그리고 패션학교 학생들이었지만 가로수길이 주목받

게 됨에 따라 일종의 패션 성지처럼 지방에서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났다 또한 근래에. ,

는 해외매체에서의 소개와 함께 외국인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것은 곧 신사동.

일대의 상권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소비공간 배치에서도 영역의 구분을 낳았다 유흥업소.

공간과 인근 주거지민들의 공간 그리고 타 지역의 방문객이 주된 사용자이고 소비자인 공간들

이 신사동에 복잡한 형태로 얽히면서 발전했다 이 후 상대적으로 유흥업소를 찾는 회사원들.

의 숫자는 줄어든 반면에 일본인 등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주간의 방문자 중 일부를 차,

지하기 시작한다 또한 성에 따른 구분과 구성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 . ,

대부분으로 나타나며 이는 가로수길을 속칭 여자의 거리 혹은 여자들을 위한 거리, 66)라 불리

는 이유가 되며 방문하는 사람들의 성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방문자의 국적과 직업 취, . ,

향과 성별로 구분되는가 하면 대상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문자를 유도한다, .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적 정보매체는 인구이동과 정보의 유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여러 곳의 특화된 공간에 대한 정보가 관광과 함께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신사동 가로수길을 유명한 곳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꼭 가봐야 할. .

곳 혹은 맛집 등으로 신사동 가로수길 내의 특정 공간들이 대중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또, .

한 기존 대중매체도 그러했지만 최근 사이버 공간의 발달은 오프라인 공간이 만들어 내는 도,

시 공간 영역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한 접근성과.

공간적 성격의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미지의 전.

개로 숨겨져 있었던 신사동이 드러나는 효과를 갖았으며 이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

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생각되는 과거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

기 시작했다.

이러한 외부 장소정체성의 유입은 신사동 가로수길을 더 이상 조용한 생활가로라는 이미지

에 한정시키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다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곳이 아닌 어디까지나 여가시간을 영위하기 위해 또,

66) 참고 매일경제 서울의 핫플레이스 가로수길 매일경제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을 이긴 이유. , , , 2011.06.28; , ,「 」 「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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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찾는 공간이기에 이 선택에는 그들의 취향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대상지 일대를 구성하는 이들 공간들은 각기 다른 자기만의 전략으로 그 공간의 이

름과 파사드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전체가 만들어내는 유행의, ,

흐름을 따른다 그 과정 속에서 문화경관 형성의 주체들이 만들어낸 물리적 환경과 활동들은.

서울의 여느 거리와는 다른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만들어냈고 이는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의미,

로 다가오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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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5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공간 위에 펼쳐진 각기 다른 이미지와 그것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출

발하여 그 공간을 이루는 문화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즉 문화기술학적 지침 아래. ,

신사동 가로수길의 문화경관을 구성되는 과정과 방법을 규명해 보는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문화경관 연구를 위한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 고찰했다 과거 문화경관에 대한 간과와 뚜렷한 연구방법론의 부재는 특정 공간.

의 무조건적인 보전이나 육성정책을 부추겼다.1) 도시계획가와 정책가들 사이에 일어났던 문

제 인식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은 본 연구의 전제이자,

문제 제기를 이끌어내는 단계로 일컬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특화된 공간으로서 신사동 가로. ,

수길의 형성에 주목했다 연구대상지로서 그것의 형성배경을 탐색했다 마지막으로 신사동 가. .

로수길의 독특한 공간의 연원으로서 그 문화경관의 패턴을 해석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 본 연구의 결과로써 해석의 첫 부분에서 관찰된 자료를 직접 분, ,

석함으로서 몇 가지 물리적 패턴을 얻게 됐다 중반 부분에서는 수집된 자료 관찰자료 인터. ( ,

뷰자료 통계자료 사진 지도 등 를 해석함으로서 가로수길 사람들의 생활양식 생각 그리고, , , ) ,

가치관과 물리적 패턴을 상호 연관시켜 보았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가로수길의 물리적 흔적. ,

01) 지역적 장르적 형태의 특성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규제나 육성정책으로 추진한 문화지구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 ‘ ’

례이다 특화가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수행 결과 인사동은 관광 기념품 판매거리로 대학로는 상업적 연극. , ,

의 거리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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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람들의 문화 간의 서로 얽혀 있는 관계에 대한 해석에 도달했다 다시 말하자면 가로수. ,

길 문화경관의 의미체계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본.

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서 상호 얽혀 있는 패턴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년대부터 서로 다른 공간의 점유로 이루어진 직접적, 80

인 결과이다 도시민의 자발적 이용이 생활가로 문화 예술 가로 최신 트렌드의 상업가로로. , · ,

변화를 이끌어왔고 이는 가로의 물리적 공간 용도 이용행태에 중첩되어 나타나 가로수길의, , ,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압구정동 청담동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 ,

으며 삼청동 홍대 등의 상권의 성장과 유사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두째 신사동 가로수길 공간들을 각 계층별 성별 방문객의 국적별 그리고 직업별과 문화취, , ,

향별로 보면 대상지의 공간들은 비교적 한정된 영역 위에서 극히 다양한 구성을 보여준다 즉. ,

용도별로 상업지와 주거지가 일부에서는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적지 않은 영역에서 부분

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은 방문자의 취향과 성별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 공간이 배치되고 구성되는 특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셋째 가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은 또 다른 특화된 문화경관으로 변화시켜가고 있,

지만 가로수길은 이러한 외부의 장소정체성 유입에도 불구하고 외부자의 계획 전략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각 공간의 주체들의 욕구와 의도가 가로의 성격을 변화시켜왔다 사람들.

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이는 곧 진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사람들의 자. ,

발적 이용이 가로수길만의 다양하고 차별성을 갖는 도시 공간으로 키워가고 있다 그들은 자.

신의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공통된 양식이나 물리적 형태로서 본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

미 외와 목적 이외에도 요구와 기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의식적인 문화경관 패턴이며

독특한 공간의 기원이 된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차양과 테라스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목적이외.

에도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방적인 건물의 전면 형, ,

태는 내부관련자들 자신의 공간과 상품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접촉을 이루어내기 위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는 공간의 문화경관 패턴은 공간을 소비하는 방문객들의,

취향과 선택을 통해 확인된다 이는 열린 공간 다중감각 중심의 체험공간을 요구하는 현대. ,

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인간이 인지하는 신체적 감각인 오감을 두루 충족시킬 뿐 아니라

오감을 통해 다른 감각에 대한 자극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공감각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심리적 감각을 유발시킨다 이면의 골목길로의 확산과 더불어 특화가로로서 혹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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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간으로서 가로수길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그것의 형태와 세부적 속성들 공간적 소비 뿐 아

니라 다양한 취향의 소비 분위기와 음악 디자인 등 문화적 소비의 주요 토대가 되고 있다, , .

본 연구에서 주된 목적인 문화경관 해석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

만 아직 그 통일된 방법론이 없는 상태이다 실재하는 특정 지역의 문화경관 연구에 있어 더, .

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견고하고 통일된 방법론 마련이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방법론이 지니는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 한계점에 대해 기. , .

어츠는 문화의 의미구조 뿐 아니라 해석 자체도 늘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새롭게 변‘

화되는 것2) 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본 연구에 있어서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경관에서 도출’ .

한 이에 대한 패턴과 그것으로부터 도출한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경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완결적이지 못하다 또한 연구자의 자의적인 의미부여에 따른 결과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 ,

지 못하다.

하지만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곧 한 마디로 오해하는 것이다 또 가로수길을 구성하는, . ,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흩어져 있다 이는 곧 여러 개의 정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문화경관은 이것이다 라고 한 마디로 정의. ‘ .’

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공간을 설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문화와 그

들이 만들어낸 공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말처럼 통시적 공시적 고찰에 기초한 특정 지역,

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 또한 해석학적 방법론이 갖는 유연하고 풍부한 접근의 시도는 그 자. ,

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또 다른 문화경관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도시 공간에 대한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연구가 계속되어 개별 도시.

공간이 갖는 매력 요소를 유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곧 도심 곳곳에 매력을, .

잃어가는 공간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문화경관의 조화를 통해 진화되어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02)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서울, London: Fontana Press, 1988, , , :「 」

까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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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puts Korea into a new environment. Global movement

of information, goods, and population has been increased in multi-level as well as

omnidirectionally and quantitatively. While such movement becomes an opportunity to

invite various foreign visitors compared to before, the other movement to create the

space differentiating with other spaces, that is, the creation into specified street was

made. In addition, such change was conducted not limiting the space where the

culture in certain area is supplied and consumed into existing restricted area. In the

past, Hongdae, Daehakro, and Apgujeong-dong were focused but such focusing area

spreads into various areas including the whole Garosugil, Sinsa-dong, which means

that Korean popular culture has grown in industrial aspect beyond the stage of sel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that foreign cultures are introduced with

various information methods, direct experiences, and travels and most of people who

experienced these can enjoy their desiring foreign culture elements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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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in many areas, there emerged the place which cultural landscape is

specified and experiencing such places becomes a trend.

However, as recently such importance is emphasized, the study about specified

street is concerned. But comparing to such concern and the theory, there is no

detailed study about the culture of specific urban space and the meaning behind its

shape. This is because in one hand, the function of cultural landscape was ignored

and in the other hand, theories to cultural landscape were effective and objective

methodology was lack. Ignorance to such cultural landscape and the absence of clear

researching methodology incited unconditional preservation or development policy.

'Cultural District' which the features of regional shape were ignored and is

processed with general regulation or development policy is a representational ca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lation among shape, space,

and culture interpreting cultural landscape by applying ethnographic method. This is

not for regarding urban space as a simple physical substance or a type of land use

but for interpreting cultural landscap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meaning

given to spatial shape of urban space or in cultural & symbolic aspects.

For this, this study selects the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that looks into

cultural pattern which subject site as a speicified urban street subjecting on

Garosugil, Sinsa-dong according to temporal flow under ethnographic instruction and

captures the cultural meaning which crosses the boundary between spatial inside and

outside of subject site, digs from outside to inside, from objectivity to subjectivity,

from shape to meaning according to the flow of one's view, and then is revealed as

cultural landscape. According to such methodology,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landscape is divided into four stages as followings and is organized through the

work which meaning system being inherent in cultural landscape in a position of

insider.

First, search cultural & geographical origin of subject site indicated as a

differential space with other spaces. This is regarded as a first stage to lead this

study into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landscape as an origin of uniqu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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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consider various spaces indicated from subject site and explore the part

which applies the various spaces as a pattern of cultural landscape. This analysis

will obtain the utility by finding cultural sign revealed from the course which space

changes and by interpreting the relation between space, subject, and time. Third,

consider the method dimensionally which each space is organized as a pattern of

cultural landscape. In here, we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spatial subject and the

shape which is changed and newly organized by intentional plan of subjects and

collective demands and is revealed as a cultural landscape. Finally, search the

producing method of cultural landscape which spatial subjects implement within

subject site and its mean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the flow of such study, the conclusion induced from a

cultural landscape of Garosugil, Sinsa-dong is as follows: First, the whole areas of

current Garosugil, Sinsa-dong is a directional result consisting of occupation of

different spaces since 1980's. Voluntary use of citizens has lead the change into

living street, culture & arts street, and commercial street with latest trend, which is

indicated to physical space, use, and usage of street by overlapping and creates a

cultural landscape of Garosugil. Second, spaces in Garosugil, Sinsa-dong show very

various organizations above relatively limited area and they show a specific pattern

which space is located and organized according to tastes & characteristics of

visitors and time. Third, the space of Garosugil is not started by plan & strategy of

outsiders but is changed by desire and intention of subjects of each space. The

method that they organize their own space is a kind of conscious pattern of cultural

landscape indicated by demand & pland as well as meaning & purpose which

originally the space had as a common style or physical shape and becomes an origin

of unique space. Finally, a cultural landscape pattern of space as Garosugil,

Sinsa-dong is verified by tastes and selections of visitors who consume the space.

Also, its shape and detailed properties become major foundation of cultural

consumption such as various tastes of consumption, atmosphere, and design as well

as spatial consumption and is accepted as a variety of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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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nduced through cultural landscape

interpretation of specified street subjecting on Garosugil, Sinsa-dong is as follows:

First, cultural landscape patterns are all connected. Even though elements which

seem to be relevant or irrelevant superficially, when looking into its hidden side

closely, it seems to know that its patterns are connected. That is, in order to study

the whole of cultural landscapes, the relation of pattern and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As a culture is a context, cultural landscape is one context as a pattern.

Therefore, this must be studied and interpreted in contexts. Second, context and

relation of cultural landscape create another pattern. Cultural landscape pattern is

revealed as a pattern reflecting relation and context which is created largely due to

the culture of certain region or social structure. This pattern is indicated as a urban

structure largely, as spaces of building inside & outside in small scale, and as

behavior, meaning, and purpose of people who act based on space in mutual aspect.

Finally, this study has the meaning in which it has researched cultural landscape

of certain region based on diachronic/synchronic observations like a saying of Robert

Venturi, 'in order to deal with the space for people, we have to learn by the space

which they and their culture created'. However, the study about interpretation of

cultural landscape which is a key purpose of this study is recognized its necessity

in various fields but its unified methodology is not existed yet and there is a limit

of conclusion which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has and it is not complete. But

rather with such reason, it can have larger meaning in which it tried flexible and

abundant approach which interpretational methodology has. In future, the study

starting from the viewpoint of cultural landscape to such urban space will be needed

to maintain or improve attractions which individual urban space has, which will be

the first step that the space which lose its own attraction is evolved through the

harmony between desires of people who use this space and cultural landscape in

everywhere of dow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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