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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강 승 재 
지도교수 John Hong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남동, 망원동, 해방촌 등의 지역들은 기존의 

상업지역들과는 달리 저층주거지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자체가 가진 독특한 매력이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문화소비공간인 홍대 지역과 이태원 지역이 확장한 지역들이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알려진 개념은 이를 식문화 중심의 상업화 

양상으로 설명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지만, 지역마다의 도시구조, 주변 조건, 

지역의 역사 등이 가지각색인 만큼 각각의 지역이 지닌 젠트리피케이션의 

확장 과정과 물리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매체를 통해 연남동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포구 동진시장 일대의 

상업용도 확장의 과정과 그에 수반된 물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을 다룬다. 

 

정부는 2013년부터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책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빠르게 성장해온 대도시 서울의 앞으로의 성장 방향은 철거를 통한 재개발 

위주가 아니라 기존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아파트나 번화한 상업 지역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들 보다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제도와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들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소비공간 주변부의 저층주거지들은 같은 

저층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진행중이어서 그동안 시장의 경제 원리에 맡겨졌다. 따라서 정책적인 

재개발, 정비사업, 도시재생에서 다루었던 저층주거지와는 지역적 배경과 

물리적 변화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다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들이 

기존에 형성된 문화 자본이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데 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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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은 일반주거지역이기에 특정한 요소를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으로 

보고 정부가 제시한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 유형 체계에 편입시키기 어렵다. 

 

동진시장 일대는 홍대 지역의 주변부로서 2010년 홍대입구역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결된 후 관광 및 숙박 지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그에 

따라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관광객이 유입되어 국제적인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주민들의 터전이 되었던 이태원 지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국제화였다. 이러한 배경과 새로운 소상공인 

계층인 글로벌 엘리트의 등장으로 이 지역에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했던 

해외의 음식들을 다루는 식당들이 자리잡았으며 그들은 같은 이름의 

프랜차이즈 대신 같은 지역에 세컨드 브랜드를 개업하는 사업 전략을 

취하였다. 몇몇 독특한 소재의 식당들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홍보되면서 유사한 방식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고 개별 건축물 

단위의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연도별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시기에 주목받은 다른 저층주거지들이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동진시장 일대는 비교적 큰 규모의 블록 내부를 

향해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 지역이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체를 통해 재편된 

지도들에서 조명된 점포들의 상업 유형과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진시장 일대를 걷는 도시경험이 음식과 가게 상호와 같은 상징 위주로 

인식되며, 기존 저층주거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의 변화에는 지역 관계자들의 이해와 실제 현장의 

물리적 구조가 종합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진시장 일대의 저층주거지는 큰 규모의 개발 대신 기존에 

주거건축이었던 개별 건축물이 상업건축으로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신축, 

증·개축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화하였다. 먼저 증·개축의 대상이 된 기존 

주거건축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년도, 입지적 특징을 밝히고, 증·개축에 

따른 규모적 변화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상업화로 인한 물리적 변화는 

큰 틀에서는 다른 저층주거지와 유사하지만 작은 부분에서는 다른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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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작고 

상업적 인상이 덜한 간판을 사용하고, 필지 내 건축 외부 공간을 가로에 

개방하며, 기존 입면의 외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후기에는 간판의 크기가 커지고, 2층 이상의 공간까지 벽을 헐고 유리를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업적 변화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상업화된 현재에도 신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점포 간의 경쟁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진시장 일대가 기존의 필지와 가로의 형태를 

유지하였더라도 개별 건축물의 개발이 계속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기 전과는 물리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왔음을 밝혔다.  

 

주요어 :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저층주거지, 물리적 변화 
학   번 : 2018-2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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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는 1964년 영국 지리학자 Ruth Glas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소득층이 진입하여 

원주민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어떤 지역이 젠트리(gentry)화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서울의 경우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용어가 언급되기 

시작하며 주로 기존 용도가 상업 용도로 변화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형태로 나타난다. 오랫동안 정부차원의 재개발, 도시재생정책,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외되었던 구도심 지역에 문화자본을 가진 예술가 혹은 

엘리트 계층이 유입되어 지역이 활기를 띠고, 이후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상업화한다. 낙후된 지역이 상업화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몰리고 지역의 

활성화가 발생하는 반면 기존의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던 거주민들은 

상업화로 인한 지가 및 임대료 등의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현상이 현대 서울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서울의 물리적 도시 공간은 한국 전쟁 이후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몰려드는 인구와 급속한 산업화로 열악한 주거 건축이 무분별하게 들어섰다. 

빠른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은 1960년대부터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해왔다 

(남영우·김준연, 2012). 서울이 확장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중산층의 신흥주거지가 건설되었고 그중 대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을 피해간 

지역들은 현재까지도 당시의 필지와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 

대부분은 제1종 혹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물이 군집하여 서울의 저층주거지 2 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의 

                                            
1 안덕초·김용근, 2017 
2 본 논문에서 ‘저층주거지’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재 법상 7층 이

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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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를 구성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대도시 서울 주거의 

49.3%를 차지하며 아파트의 42.2%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3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연남동, 망원동, 해방촌 등의 지역들은 이러한 

서울의 저층주거지를 기반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다. 특히 다른 지역들과 달리 지역의 독특한 매력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기존의 핫 플레이스인 홍대 지역이나 

이태원 지역과 같은 지역들이 팽창한 지역들로 이해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마다의 도시구조, 주변 조건, 지역의 역사 등이 다르기에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저층주거지의 이러한 변화들을 단순히 지역이 활성화되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저층주거지 개발이 야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남동 등지에서 발생하는 급속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점 4 들은 지역의 활성화가 상업적 목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경제적으로도 관련된 주체들(기존 지역 거주민과 상인, 건물주, 예술가 등의 

창조계급, 새롭게 유입된 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층주거지로의 상업적 용도 확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핫 플레이스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서울의 다양한 

저층주거지에서 벌어질 수 있다. 기존의 핫 플레이스가 갖고 있던 문화적 

자산과 특성이 저층주거지로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층주거지라면 

어디에나 들어설 수 있는 상업적 용도로 전환되는 과정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사례들 중 변화가 극단적이었던 

                                            
3 국토교통부, 2019 
4 기존 지역 주민 환경 침해 및 전치, 임대료 폭등, 무권리 상가 등의 문제점들이 2018년 

이후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김정웅, 2018; 이지원, 2019). 

전치(displacement)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로, 

서양과 서울의 상세한 전치 개념에 관해서는 신현준·이기웅, 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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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과 동진시장 일대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핫 플레이스인 홍대 지역이 확장한 연남동 

동진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상업용도가 

확장되어 가는 양상과 그 결과로서 건축과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연남동 동진시장 일대를 이러한 변화의 

특수한 사례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혀 연구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매체나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역들 중 기존 

핫 플레이스와 근접하며 확장의 규모가 큰 지역은 홍대 지역의 망원동과 

연남동, 이태원 지역의 경리단길과 해방촌이다. 먼저 이들 지역의 외식업 

분포를 파악하여(그림 1-1, 1-2, 1-3) 지역 간에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외식업에 해당하는 음식점과 카페의 각 지역 분포를 비교한 결과 

경리단길은 경리단이 자리하여 말 그대로 경리단길인 회나무로를, 해방촌은 

신흥로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 두 지역은 모두 블록 내부로 향해 

들어갈수록 점포의 수가 적어지는 모습이다(그림 1-3). 망원동은 

망리단길로 잘 알려진 포은로를 중심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나, 동 

전체의 블록들을 구획하는 도로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이다(그림 

1-1). 연남동도 망원동과 비슷하게 도로변 위주로 음식점과 카페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림 1-5>에 표시된 동진시장 일대의 경우 블록의 

규모가 크고 블록 내부의 가로가 좁은 데 비해 블록 내부 깊숙이까지 

외식업체가 침투해 있다(그림 1-2). 본 논문에서는 저층주거지로 

상업용도의 확장, 즉 주거지에까지 상업용도가 침투하는 현상이 동진시장 

일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진시장 일대의 블록을 중심으로 변화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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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망원동 외식업 분포 

 

<그림 1-2> 연남동 외식업 분포 

 

<그림 1-3> 이태원 지역(경리단길, 해방촌) 외식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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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 연구 이외에도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 

보도, 현장 직접 조사, 대상지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등 복합적인 이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였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에 의해 

재편된 연남동의 지도 자료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역사적으로 모든 지도 

제작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는 첫 번째로 문화적 산물로서 

외부 세계와의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 주장이 담긴 결과물이고, 두 

번째로 물질문화의 한 요소로서 생산된 이후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고 교환 

되어 의미를 만들어낸다(Cosgrove, 1999. 이영주, 2018에서 재인용). 매체에 

의해 재편된 지도들은 제작 주체의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지역에 부여하고자 

하는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결과물이며,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유통되면서 한 

이름 없던 지역이 대중에게 소개되고 알려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표 부록-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지도의 목록이다.5 

 

<표 부록-1>의 총 18개의 지도들을 겹쳐보면, 지도들에서 연남동으로 

다루고 있는 범위가 <그림 1-4>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진시장 

일대의 블록과 홍대입구역 일대를 포함한 지역으로, 실제로는 연남동뿐만 

아니라 동교동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동진시장과 홍대입구역은 

경의선숲길 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어 사실상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진시장 일대가 연남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4>에서 가장 많이 겹쳐진 부분이자 지도마다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부분 또한 동진시장 일대이다. 동진시장 일대가 연남동에 

대한 비지역주민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남동의 비물리적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은 연남동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지만, 구체적인 상업화 

양상과 물리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2차선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동진시장 일대의 블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5 본 연구에 사용된 지도들은 ‘연남동 지도’를 키워드로 구글 이미지 검색하여 나타난 상위 

100개의 이미지들 중 매체에 의해 재편된 지역의 지도들이다. ‘(지역명) + 지도’로 검색한 

결과 망원동 16개, 연남동 18개, 경리단길 12개, 해방촌 12개로 연남동의 지도가 가장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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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매체 지도들에서 다루는 연남동의 범위 

<그림 1-5> 연구 범위: 동진시장 일대/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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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영국의 도시사회학자 Ruth Glass가 1960년대 중반 런던 도심 변화를 

논의하는 연구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노동계급 지구가 

중간계급의 유입과 함께 주거가 개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은 Neil Smith와 David Ley 등에 의해 주택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Smith(1979)는 공급 관점에서 

임대료 격차를 바탕으로 불균등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임대료 

수입과 잠재적인 임대료 수입 간의 격차가 클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Ley(1986)는 수요 관점에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중간계급이 교외의 

라이프스타일을 거부하고 도심생활을 지향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사회학적으로는 중간계급의 유입과 기존 주민의 

전치(displacement), 경제학적으로는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과 같은 특징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서양 주요 

도시들이 아닌 다른 여러 국가들의 도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사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이건학, 2019). 이러한 연구들 역시 주로 계급의 

유입과 전치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단계 모델, 또는 발생 원인과 같은 

비물리적 현상들을 다룬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최초의 개념뿐만 

아니라 뒤따른 연구에서의 개념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주거개량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언급되어 왔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과 결과로서 수반되는 

기존 주거 건물과 도시 공간의 변화 측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홍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적 용도 확장의 범위가 넓은데, 이는 

기존에 지역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인 음악, 미술, 패션 등의 예술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초기 홍대 지역이 확장되어온 과정에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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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자본을 바탕으로 한 지역 활성화가 큰 몫을 차지하였지만, 

최근에는 기존 핫 플레이스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배후 주거지역까지 

상권이 확장되면서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식당, 카페 등의 상업용도들이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의 지층부에 

입지하면서 독특한 장소성을 갖는 상업가로로 변화(이한울·권영상, 

2016)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일부 

용도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의 기존 상권은 문화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기존의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층주거지의 환경에 유입되는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한식, 중식, 

이탈리안 등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음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멀거나 

생소한 국가의 음식을 다루는 식당들이다. 이러한 식당들은 색다른 해외 

음식을 소개하여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로 사람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노리며,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개된다. 이국적으로 

여겨지는 내·외부 장식을 통해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렇게 

물리적 환경이 바뀌면서 서울의 많은 곳에서 경험하여온 저층주거지의 

익숙한 풍경 위에 글로벌한 분위기의 도시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말하자면 아무런 상업적 동기가 없던 동네가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주목을 받게 된다.  

 

샤론 주킨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도시의 세계화와 연결하여 실제 

도시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세계화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도시의 세계화로 인해 이주민들이 늘어나 도시 공간에 군집을 

이루면서 등장한 민족 클러스터가 진정성있는 현지 쇼핑거리들을 

만들어내며, 그곳에 대안적 소비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산층이 

개입하며 다양한 도시 재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원주민과 값싼 주거를 

목적으로 유입된 이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6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베트남 문화 거리, 이슬람 문화 거리 등이 생겨나며 

그 기원도 미군 부대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이태원 지역을 꼽을 

                                            
6 Zukin, 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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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일반적인 저층주거지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방문객이 증가한 지역들 중 지역의 주된 이미지가 

글로벌한 식문화인 지역들이 모두 같은 배경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양 도시에서의 초기 젠트리피케이션 논의는 블록별로 거주지 및 

편의시설이 개조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아시아 도시에서는 많은 방문객의 소비와 여가를 위한 핫스팟을 갖춘 

상권으로 개조되는 형태이다(Yip and Tran, 2016, 신현준·이기웅, 2016에서 

재인용). 서울형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과 관련된 장소가 많았던 곳에 점차 

스타일리시한 카페, 레스토랑, 바 등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세와 임대료가 

급변하고 기존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신현준·이기웅, 

2016)' 현상으로 종합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초기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주거, 상업,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분류하는 

방식(김희진, 2015; 박태원 등, 2016; 이건학, 2019)이 자주 쓰인다.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 지역 또는 주거와 관련된 기존 임차인의 거주지 

이전이나 이동,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작은 규모의 부티크 혹은 레스토랑의 유입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의 성격을 띤다.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한 발달 패턴을 

보이지만 예술가 계층의 개입이 지닌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그림 2-1)을 

내놓으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현상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정책적으로든 매체와 일반이 이해하는 내용이든 서울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상업화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젠트리피케이션 논의 지역은 저층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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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 매력', '예술과 관련된 장소'는 동네마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서울특별시, 2015)에 등장하는 정책대상지역들은 '문화자산 지역', 

'전통전승 지역', ‘도시재생 지역’ 등으로 분류된다. 전통 공예와 미술 

갤러리들을 중심으로 성장한 인사동, 공연 문화를 중심으로 성장한 대학로,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문화의 중심지인 신촌·홍대·합정 지역은 

문화자산 지역으로 분류되며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의 성격을 띤다. 전통전승 

지역으로 분류된 북촌과 서촌은 서울에서 가장 한옥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로 전통적인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거가 

상업화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분류보다 

추상적인 이름으로 묶인 도시재생 지역의 세운상가와 성수동 또한 소규모 

공업소들이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역시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에 가깝다. 

연남동, 해방촌 등지의 경우 정책대상지역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뚜렷한 매력이나 예술 배경이 없이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명확한 특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분류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이 드러난다. 

 

 

 

<그림 2-1>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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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변화 
 

 

현재까지 저층주거지에 물리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보다는 재개발이나 도시재생 등의 이름을 지닌 

정책과 대안들이었다. 젠트리피케이션 또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이어지는 장들에서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의 물리적 

변화들을 분류하였다. 도시재생은 정부 주도의 정책을 주로 다루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대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도시계획을 도시재생이라 부르며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는 시기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된 시기는 정확히 일치한다(신현준·이기웅, 2016). 또한 넓은 의미의 

도시 재생은 도시 내 낙후 지역들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재활성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의 관련성이 

드러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일반에 알려지기 이전까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안적 도시 정비 방안으로써 도시재생이 

다루어져왔던 것이다. 2013년까지는 뉴타운식 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정책으로 노후화한 건물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를 블록 규모로 합필하여 민간 

주도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횡행하였고, 그 결과 도시경관이 피폐해지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흔히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보다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다(이삼수·정광진, 2018).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 및 근린 환경의 물리적 변화에 동반하는 결과적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 재생의 유형별 특성이 젠트리피케이션 양상을 

재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건학, 2019). 심지어 

도시재생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 공간에 대한 자본의 

포섭과정으로 도시재생의 본질을 이해하여 도시재생이 젠트리피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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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곡한 표현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이영아, 2019). David Harvey(2012)의 

표현을 빌자면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은 모두 ‘자본의 공간적 조정’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대상지의 변화 또한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일 뿐 개별필지단위로 도시공간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에 따른 다른 저층주거지의 변화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도시재생의 유형에 관한 분류는 대상지역의 기능적 특성,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도시재생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김혜천, 2013), 도시 공간의 변화 유형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이 도시 공간의 물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철거를 통한 고층주거 건설: 합동재개발방식 및 뉴타운 사업 

합동재개발방식은 1980년대 초에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개별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업방식으로, 민간에서 사업을 주도하여 토지소유자 

조합과 건설회사 간에 자발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재개발은 토지소유자와 건설회사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주거를 확보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여 주택수의 증가에 비해 도로나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기존 합동재개발방식에 비해 규모를 키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남영우·김준연, 2012; 

서울정책아카이브, 2015). 특히 기반 시설의 설치 과정에는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부분의 역할을 증대한다는 점, 합동재개발 범위의 약 20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동재개발과 차이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노후저층주거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합필을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로 고층주거, 즉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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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정비 및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및 휴먼타운 

뉴타운 사업이 도입된지 10여년 후, 성급한 사업추진과 과다한 

지구지정으로 인해 사업의 현실성이 낮아진 지역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지역지정만 된 채로 방치되면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은 해제하되,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부담하고 노후불량주거지는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휴먼타운 사업이 도입되었다. 이것이 2012년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늘어나는 아파트 비중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사업지구가 작아 그 내부의 주택과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지구와 

지구 사이의 도로망, 편의시설 확보가 미흡한 단순 외관 정비 사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민간에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해야하기에 주택 개량의 동기부여가 높지 않기에(유해연, 

2011; 남영우·김준연, 2012) 노후주거지에 대한 광범위한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빌바오 효과: 세운상가 

앞의 두 가지 도시재생은 이미 70-80년대 유럽에서 산업과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였고, 서비스 및 정보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도시 

구조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박진수·김기수, 2012). 90년대 유럽 

도시들에서 추진된 '문화기반 도시' 정책들은 후기 산업시대의 대표적인 

도시상품인 '여행'을 통해 제조업에서 문화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서울도 이를 뒤따랐다. (김우영, 2012) 1997년 빌바오의 구겐하임 효과를 

통한 여행산업 성공 이래로 대도시들은 저마다 공공사업을 통해 거대 

아이콘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서울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도시에 DDP, 세운상가 증·개축등의 문화적 기능을 바탕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의 문화 행사를 유치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메가 스트럭처가 주변 지역의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통적인 성격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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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동재개발방식 및 뉴타운 사업 휴먼타운 빌바오 효과 

시행 시기 
합동재개발: 1980년대 초반 이후 

뉴타운: 2002년 
2012년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 내용 
기존 노후저층주거지의 철거와 합필을 

토대로 대규모 블록 단위 고층 주거 건설 

공공이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민간이 주택 

개량,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단순 외관 

정비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메가 스트럭처와 기존 저층주거지의 연계를 

통해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 

도시재생대상 

다이어그램 

   

이미지 

   

<표 2-1>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유형 비교



 

 15 

 

2.3.  저층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 고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남동, 망원동, 해방촌 등의 지역들은 기존의 

상업지역들과는 달리 저층주거지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홍대, 이태원 등의 지역이 상업적 용도를 확장하여 이동 

·분화해가는 현상(라도삼 2010)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홍대, 이태원 

등의 지역은 문화상업공간, 문화특화지역, 문화소비공간 등으로 불리며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이한울·권영상, 2016). 독특한 경관과 장소성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방문객이 모여든다는 공통점이 있고, 예술문화시설의 

입지보다 장소와 그 공간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취향 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에서 문화소비공간이라는 표현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김신성 2013).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룬 기존 연구들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문화적 

현상을 다룬 연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개입하는 

소상공인의 특징을 밝히고 그들의 취향을 분석하거나(윤혜수, 2016), 

젠트리피케이션의 직접적 행위자로서의 소상공인과 간접적 행위자로서의 

소비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경신원·정규리, 2019)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풍부한 해외 경험과 적은 경제자본의 

소유자이며 이들의 취향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그들의 작은 사업체를 

확장하는 방식에 관해 매체 기사를 통해 추적하고 그와 관련된 현상들을 

분석하였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는 연남동 일대의 문화소비관련 용도변화와 물리적 변화의 

특성을 밝힌 김신성 (2016), 경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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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환경의 변화 특성을 밝힌 김민정 (2016)의 연구가 있다. 김신성은 

전면공지의 활용, 경계의 소거, 경계의 투명화, 장식물의 추가의 네 가지 

요소로 물리적 변화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김민정 역시 이와 유사하게 

투명성 증대, 전면공지 활용, 정보제공을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의 물리적 

형태와 환경 변화 특성으로 보고 소통적 개방감이 확보되는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들을 종합하여 간판, 사적영역의 공공화, 

투명성 증대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진시장 일대의 실제 개별 건축에 

해당되는 요소를 분석하여 보고 다른 지역의 건축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파악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요소의 특징이나 정도가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지를 기존 문화소비공간의 주변부로서 이해하는 

데에 이한울·권영상(2016)의 연구가 특히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들은 

홍대 문화소비공간의 상업용도 확장 양상과 그 요인이 되는 기존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이후 긍·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3년 후인 현재까지도 변화가 이어졌지만 

이러한 지역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초반부의 물리적 변화와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는 중후반부의 물리적 변화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구분 저자 연구내용 

문화적 

현상 

윤혜수 

(2016) 

연남동의 소상공인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공간적 실천에 

작용하는 그들의 취향을 분석함. 

경신원·정규리 

(2019) 

이태원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함. 

물리적 

형태 

김신성 

(2016) 

연남동 일대의 문화소비관련 용도변화와 물리적 변화의 특성과 

요인을 밝힘. 

김민정 

(2016) 

경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의 물리적 형태와 환경변화 

특성을 밝힘. 

저층 

주거지 

이한울·권영상 

(2016) 

홍대 문화소비공간의 상업용도의 확장 양상과 그 요인이 되는 

기존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구조를 밝힘. 

<표 2-2>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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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진시장 일대 젠트리피케이션의 요인과 확장 
 

 

3.1. 동진시장 일대 젠트리피케이션의 요인 
 

 

 

<그림 3-1> 연남동 연도별 건축물 지도 (출처: 조한별. 2017. “Seoul Building Explorer”) 

동진시장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홍대 지역의 문화소비공간이 확장된 

결과로서 홍대 지역의 상업적 용도가 인접지역으로 이동·분화하는 

현상(라도삼, 2010; 이한울·권영상, 2016)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대 

지역의 현재의 물리적 구조는 1960년대 후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필지 구획으로 시작되었다. 1차 확산지역인 서교지구를 필두로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후 3차 확산지역인 동교/연남지구 및 연희지구로 

이어져 현재의 젠트리피케이션 순서가 같다. 현재의 연남동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960년대 지어진 다가구주택이 25%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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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는 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단독주택용 택지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세대주택이 등장하였다. 일부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정부는 1990년 4월 21일 전·월세 

보급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1980, 90년대 지어진 건물이 32%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김신성, 2016).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신축과 개축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림 3-1>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림 3-2> 외국 관광객의 서울 여행 중 홍대/신촌 지역 연도별 방문자 통계(%)7 

2010년 12월 29일 홍대입구역에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홍대 

지역으로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그림 3-2>와 

같이 외국 관광객의 홍대 지역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역의 

국제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이 몰리자 임대료가 높은 기존 

홍대의 중심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도 숙박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서 서울시에서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많은 구인 마포구(서울시의 약 

35%, 365개소)의 약 28.5%에 달하는 104개소의 게스트하우스가 연남동에 

위치하게 되었다. 8 이는 서울에서 동 단위로 비교했을 때 주요 홍대 지역인 

서교동 다음으로 많은 게스트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표 3-1). 

홍대로 몰린 관광객들과 게스트 하우스는 지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7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한국여행중 서울지역 방문지 통계” 
8 서울특별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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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다. 주요 홍대 지역이 아닌 연남동에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선 것은 

저층주거지의 기존 건물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증·개축을 통해 손쉽게 

숙박 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순위 동 이름 게스트 하우스 (개) 

1 서교동 121 

2 연남동 104 

3 동교동 65 

4 이태원동 50 

5 남산동2가 22 

<표 3-1> 서울시 동별 게스트 하우스 순위 (1-5위)9  

 

 

<그림 3-3> 게스트 하우스 분포10 

숙박시설인 게스트 하우스가 <그림 3-3>와 같이 연남동의 홍대입구역 

근방에 입지하게 되고 관광객이라는 특수한 소비 계층이 몰려들면서 

                                            
9 서울특별시, 2018 
10 게스트 하우스, 해외 식당 업체 분포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연남동 내부만 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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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지역의 상업화가 진행되었다. 샤론 주킨은 ‘글로벌 도시들과 

현지 쇼핑거리들’에서 현지 쇼핑거리의 상점 주인들은 이민자 출신인 

경우가 많고 이들이 동일 민족의 사람들과 민족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국제적인 특색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Sharon Z., Philip K., Xiangming C., 

2016). 하지만 연남동의 경우는 실제 이주민들이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면서 그들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글로벌한 도시 공간을 형성한 이태원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홍대 지역으로 유입된 관광객들은 국내 관광객과 

동일하게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르다 떠나는 소비 계층이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마련된 게스트 하우스는 일종의 글로벌 도시 공간으로서 이국적인 

분위기,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며 지역의 상업화를 이끄는 데에 

기여했다. 

 

연남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준 지리적 변화로 흔히 꼽히는 

것은 경의선 숲길공원이다(그림 3-4). 경의선 숲길공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철로 이용되던 철도를 복선화한 공원으로, 2007년 

공원화 사업이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을 거쳐 2단계 구간인 새창 고개, 

연남동, 염리동 공사가 2013년 10월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개장되었다(조영동, 2017). 그러나 대상지의 남서측에 맞닿아 있는 경의선 

숲길공원은 2015년에 개장하여, 대상지 북동측의 동진시장 근방이 매체를 

통해 주목받았던 시점이 2013년부터임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경의선 숲길공원이 연남동 일대에 공원과 마주한 상가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진행중이었던 대상지는 북동측에서 

먼저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뒤따라 공원이 개장되면서 영향을 받았기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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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경의선숲길공원과 동진시장 일대 

 

<그림 3-5> 세컨드 브랜딩 분포11 

 

<그림 3-6> 해외 식당 업체 분포12 

 

                                            
11 선으로 연결된 건물들은 동일한 점주가 운영하는 외식업체들이다. 연남동에서 시작하여 

연남동 바깥으로도 확장한 경우도 표시하였다. 
12 외국의 음식을 다루는 식당은 더 많이 있으나, 본 지도에 표시된 것들은 연남동이 다양한 

해외 음식을 다룬다는 내용의 매체 기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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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적인 맥락에서 연남동이 매체를 통해 홍보되는 가장 주된 

방식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외 음식을 다루는 식당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뿌리내린 다양한 국가의 민족 클러스터로 인해 베트남 

문화 거리, 이슬람 문화 거리 등 글로벌 도시 공간을 형성한 이태원 지역은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들을 주로 홍보함에 비해 13 연남동의 식당들은 

한국인 점주에 의해 운영되며, 그들이 현지에서 요리를 배워 오거나 현지 

요리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풍부한 

해외경험과 대기업에 비해 적은 자본을 가진 글로벌 엘리트 

계층으로(윤혜수, 2016), 해외 경험을 통해 접한 이국의 음식을 국내 시장에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연남동이 이름을 알리는 데에 

가장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툭툭누들타이’는 태국음식을 다루는데, 

점주인 임동혁 사장은 ‘현지에서 먹던 태국음식을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한 것14’이 사업 성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건 임동혁 사장의 확장 전략이다. 툭툭 누들 타이

가 성공하자 사람들은 으레 2호점, 3호점을 낼 거라고 예상

했다. 그러나 그는 콘셉트를 바꾸고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 젊은 나이, 단일 지역에서 연속해 새 매장을 

낸다는 점에서 경리단길의 장진우와 비교하는 이도 있을 것

이다. 

(중략) 

“브레드 랩 사장님이 연남동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

래서 이 자리를 권해드렸죠. 그런데 건물주가 1,2층에 한꺼

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니 브레드 랩 사장님이 1층에 

매장을 낼 생각은 없느냐, 함께 하자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

죠.” 15 

 

지금의 연남동이 되기까지 큰 역할을 한 가게의 점주들은 상업 
                                            
13 고현실, 2015 
14 정지연, 2015 
15 정지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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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다른 지역들의 점주들과는 다른 확장 전략을 

취했다. 같은 상호의 2호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짝 혹은 완전히 다른 

상호의, 다른 음식을 다루는 가게를 가까운 지역에 연속해서 내는 세컨드 

브랜딩 방식이다. 또한 이들은 서촌의 ‘청년장사꾼’처럼 공식적으로 상인 

연합을 형성하지도 16 , 경리단길 근처의 ‘장진우 거리’처럼 일방적으로 한 

거리를 점유하며 미디어에 홍보하지도 17  않았지만, 임동혁 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임동혁 사장의 인맥으로 소개되는 가게의 주인들 또한 각자의 

세컨드 브랜드를 확장해가고 있다. 18  해당 지역에는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지만 한 주체의 소유자인 점포가 매체를 통한 조사로만 38곳이 

드러났다(그림 3-5). 이들은 연남동에서 출발하여 소수의 점포를 

운영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까지 진출할 만큼 임대 점포 사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는 지역의 소비공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문화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유입에 따른 독특한 

가로분위기와 창의적 소매업의 입지로 인한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을 

문화소비공간 형성 요인으로 보았다(김신성, 2016). 하지만 동진시장 일대에 

유입된 이러한 소비 공간은 약 80%가 카페 및 식당의 요식업체이다. 특히 

신문 등의 매체에서 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꼽는 가장 큰 요인인 해외의 

음식을 주로 다루는 외식업체가 밀집되어 있다(그림 3-6).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파라과이나 페루의 가정식을 다루는 식당을 포함해 총 

25개국의 해외 음식 식당이 존재한다. 이러한 해외 음식 소비공간들은 

거리광고물이나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 생소한 해외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지역 전체가 글로벌 도시 공간으로 인식되고 

다루어지며 이국적인 이미지를 이루는 과정에 일조한다. 

 
                                            
16 김윤규, 2014 
17 박미향, 2014 
18 2011년 오픈한 임동혁 사장의 첫 번째 식당이 호황을 누린데 힘입어 2014년 두 번째 

식당을 오픈한 이래로, 매체 기사를 통해 임동혁 사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임대 식당 점주

들의 이와 같은 세컨드 브랜딩을 통한 사업 확장이 확인된다.(한국경제매거진, 2015; 김승호, 

2017; 손기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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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업용도의 확장 양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저층주거지 중 동진시장 일대는 그 규모와 

형태에서도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양방향 차선으로 둘러싸인 블록의 

면적이 약 83,000 제곱미터에 달하며 이는 연남동과 망원동, 해방촌과 

경리단길 등 저층주거지 중심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어느 블록보다도 

큰 규모이다. 또한 그 내부의 골목들은 블록 주변의 직교 그리드 체계와는 

무관하게 짧은 길이로 꺾인 형태를 보인다. 매체에서도 이를 ‘연남동 골목’, 

‘미로 같은’ 등 골목과 골목 사이를 헤매며 돌아다니는 정서를 매력으로 

꼽고있다. 이로 인해 대상지는 가게와 가게 사이의 평범한 주거 건축으로 

분절된 경험이 유발되며 다른 지역의 블록이나 심지어 연남동의 다른 

블록들과 달리 블록의 깊은 안쪽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견되는 

특수한 지역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의 내부에까지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동진시장 일대 증·개축, 신축 건축물의 분포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7> 연도별 증·개축 건축물 수 
 

<그림 3-8> 연도별 신축 건축물 수 

<그림 3-7>과 <그림 3-8>은 연도별 증·개축, 신축 건축물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증·개축의 경우 2013년부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증·개축 건물이 등장하였고, 2014년에 그 수가 

급증하며 2018년부터는 그 수가 감소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신축의 경우는 2013년까지의 신축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무관하며, 2014년에 빈도가 급증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2014년에 증·개축과 신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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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급증했다는 점, 2016년 경의선숲길공원의 개장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2018년에 다시 증·개축과 신축의 빈도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비교를 진행하였다. 

 

또한 <그림 3-7>과 <그림 3-8>의 그래프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체를 통해 재편된 지도들이 등장한 2013년 직후에 발생한 변화이다. 

용도변경과 증·개축의 경우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신축은 

2019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에는 비교적 큰 경제자본이 이 지역에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9> 증·개축 분포 변화 

2013년(하늘색)/2014-2015년(남색) 

 
<그림 3-10> 증·개축 분포 변화 

2013-2015년(하늘색)/2016-2017년(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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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개축의 경우 2013년 이전에서 2014, 2015년으로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 3-9>을 살펴보았다. 2013년에는 연희로1길(남)에서 보이는 

나란한 두 건물인 동교동 148-3, 4번지의 건물들이 주거 용도에서 상업 

용도로 전환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영향으로 2014, 

2015년에는 해당 가로에 3개의 증·개축이 발견되나 그 분포는 밀집되어 

있는 편은 아니다. 전체적으로도 블록의 경계부(동교로, 성미산로, 연희로, 

양화로23길)와 내부에 관계없이 밀집되지 않고 고르게 퍼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상업 용도를 포함하고 있던 블록 최외곽부의 건물은 

거의 증·개축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바로 그 안쪽의 건물들(동교로(하), 

동교로34길, 동교로30길, 동교로46길, 동교로(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된다. 비교적 가로의 폭이 넓은 연희로1길이나 동교로38길, 

동진시장으로 인해 매체를 통해 주목받았던 동교로46길 모두 두드러지게 

밀도가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에 2015년 이전에서 2016, 2017년으로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3-

10>에서는 그 이전까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블록의 경계부에 비해 블록 

중앙부와 동진시장 근방에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특히 동교로38길(동)에서 

성미산로(동)으로 이어지는 길과 성미산로(남) 사이의 건물군들이 나란히 

다량 증·개축되었다. 이는 동교로46길이 2015년까지 유명해지면서 그 

이후에 발생한 뚜렷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희로1길의 

동진시장 쪽 초입에도 역시 4개의 건물이 증·개축되며 유사한 현상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그림 3-8>과 달리 비교적 가로의 폭이 넓은 

동교로34길, 동교로38길, 연희로 1길이 만나는 블록의 가장 중심적 위치에 

6개 건물의 증·개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블록 전체의 중심부, 그리고 

북동측에서도 역시 블록 안쪽에 밀집되어 증·개축의 분포 변화는 처음에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점차적으로 내부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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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신축 분포 변화 

2014-2015년(옥색)/2016-2017년(녹색) 

 
<그림 3-12> 신축 분포 변화 

2014-2017년(옥색)/2018-2019년(녹색) 

 

2014, 2015년에서 2016, 2017년까지의 분포 변화를 나타내면 <그림 3-

11>과 같다. 구분된 두 시기 모두에서 서측과 북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동 구분으로 연남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비교적 

블록 내부의 블록 형태가 격자형에 가까운 곳들이다. 2014, 2015년에는 

동교로(중)과 동교로36길 윗길, 동교로38길(동) 등의 가로에 밀집된 경향을 

보이며, 특히 동교로(중)와 동교로36길 윗길의 경우는 대상지 외부에서 

주목을 받았던 외식업의 영향으로 비교적 블록 외부에 노출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16,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2014, 2015년에 신축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축이 일어나고 있고 뚜렷한 변화를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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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와 2018, 2019년의 신축 분포 변화를 나타낸 <그림 3-

12>의 경우에도 여전히 블록의 북서측에서 신축이 발견된다. 그러나 

2017년까지와 달리 2018, 2019년에는 동교로38길(중)이나 연희로1길(남)과 

같은 블록의 중앙부에서도 신축이 발생했으며, 북서측 중에서도 블록의 

보다 안쪽에서 일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신축 또한 증·개축과 마찬가지로 

상업 용도를 기존에 포함하고 있었던 블록의 최외곽부의 건물들에서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신축과 증·개축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블록의 더 깊숙한 내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매체에 의해 재편된 지도 분석 
 

 

연남동 관련 논문의 인터뷰 19  등에서 드러나듯이 연남동의 방문자들은 

주로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출판물 등의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연남동을 방문한다. 마찬가지로 연남동을 소개하는 

매체들도 각종 해외 음식을 다루는 외식업체 위주로 연남동을 소개하는데, 

이는 실제로 연남동의 상권을 이루는 대부분이 외식업이며 연남동을 대변하는 

지역적 특성 자체가 해외 음식임을 입증한다. 이때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가게들 중 방문자가 많은 가게들은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반복되어 홍보되는 

경향을 보이며(그림 3-17), 각각의 가게들은 매체를 통해 재편된 지도에서 그 

가게의 음식이나,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로고 혹은 장식물로 

표현된다. 이들은 각각의 장소에 대한 상징임이 분명하며 건축이나 공간에 

대한 표현은 극히 드물기에 연남동이라는 미지의 도시 공간을 방문하기도 

전에 글로벌 도시 공간이라는 사전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19 “블로그에서 여기 커피가 맛있고 인테리어도 독특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커피

리브레 이용자 인터뷰, 20대 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데이트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

기 찾아보다가 이곳을 발견했어요.(카페 두다트 이용자 인터뷰, 20대 커플)” 등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외식업체를 목적으로 연남동을 방문함을 확인할 수 있다(김신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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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G. L. Debord, The Naked City 

 

<그림 3-14> Yeon-nam Dong Dear Curious Explorer: 매체에 의해 재편된 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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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큐플레이스 연남동 고메로드 2016 

: 매체에 의해 재편된 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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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드 세르토는 「Walking In the City」에서 걷기의 수사학(walking 

rhetorics)에 대해 설명하며 '제유(Synecdoche)'의 개념을 제안한다. 걷기를 

문장에 장소를 단어에 대입해보면, 말의 비유적 표현과 걷기의 비유적 표현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하나의 오두막집이나 언덕이 공원을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제유는 

하나의 공간 요소를 확장하여 더 큰 것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Michael de Certeau, 1984). 연남동이라는 큰 공간 요소가 

동진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동진시장 일대 역시 하나의 해외 음식 

업체로 이해되는 인식의 영역이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체를 통해 재편된 지도들에 표현된 상점들은 정확한 위치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그림 3-14, 3-15). 현대인들은 정확한 위치로 찾아가기 

위해 어차피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가게의 상호를 

입력한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위치를 찾는 동안 방문객들은 자연히 

주변에 대한 관심을 두기 어렵다. 따라서 재방문시에도 지역의 세세한 

부분을 기억하기 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점포들 단위로 지역을 

인식하게 된다. 인식이 분절된 가게들의 분포로 이루어지면서 지도에 

표현된 음식과 상호의 상징성은 배가되며, 복잡하게 얽히고 짧게 분절된 

골목들과 전체가 비슷한 인상을 주는 적벽돌의 저층일반주거 건축물들은 

탈락하게 된다. 

 

미셸 드 세르토의 걷기의 수사학에 관한 설명은 '연사 

생략(Asyndeton)'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연사 생략은 한 문장이나 문장 

사이에 있는 접속사나 부사 같은 연계어를 생략하는 것이다. 음절을 

탈락시킴으로써 '더 작은 것'을 창출하고 공간적 연속체에 틈을 벌리며, 

선택된 일부만을 붙든다. 제유는 전체를 조각들로 대체하고, 연사 생략은 

접속하는 것과 연속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각 조각들을 

분리시킨다(Michael de Certeau, 1984). 연남동의 가게와 가게 사이의 

일련의 일반 저층주거 건축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풍경 또한 매체를 통해 

접한 정보들로 인해 제유된 연남동에 대한 인식 속에서 생략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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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방문자들의 도시경험은 매체를 통해 접한 일련의 가게들의 방문으로 

특정되고, 이는 연남동 전체를 하나의 해외 음식이 모인 지역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특정 가게에 도달하고 벗어나는 과정을 걷기 도중의 인식에서 

생략하게 만든다. 

 

매체에 의해 재편된 총 18개의 연남동 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

2>와 같다. 외식업체 중 해외 음식을 다루는 것과 한식을 다루는 업체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커피 판매가 중심이 되는 점포도 별도로 다루었다. 

갤러리나 소규모 공방,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소품을 판매하는 

점포는 ‘문화/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총 점포 수는 550개이며 그 중 

해외 음식을 다루는 외식업체는 52.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카페와 

주류를 다루는 점포는 146개소로 26.5%이며 이 둘을 합치면 약 80%에 

달한다. 각각의 지도를 살펴보아도 해외 음식, 카페/음료 점포 비중이 

전체적으로 압도적이며 이는 최대한 많은 문화공간을 소개하고자 한 

일상창작예술센터의 지도들에서 역시 동일하다. 

 

매체에 의해 재편된 지도에 등장하는 점포의 분포도는 <그림 3-17>과 

같이 나타난다. 그 중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포들은 

동진시장 근방, 동교로와 성미산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발견된다. 

동교로/성미산로 사거리의 식당들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점포는 국내에 

동남아, 그 중에서도 베트남 음식을 유행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알려진 

임동혁 사장의 ‘툭툭누들타이’의 세컨드 브랜드인 ‘소이연남’이며, 원래 

동진시장 건물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위치를 옮긴 ‘툭툭누들타이’ 또한 

태국음식을 다루는 식당이다. 20  이 지역의 점포들은 2016년 이전의 초기 

지도들에서 더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연남동이 초기에 매체를 통해 

홍보되는 과정에서 동진시장과 동교로/성미산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외의 음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 정지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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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의 유동인구 분포도를 보면 동진시장 일대와 

동교로/성미산로 사거리의 이동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남동 전 지역의 

진입로가 되는 홍대입구 쪽 경의선숲길 공원 초입 부근이다. 블록의 내부에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점포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되었으나, 이들 매체 

지도들은 동진시장과 동교로/성미산로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지도들보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것들이다. 이를 고려하여 <그림 3-17>에 

나타낸 점포 분포도와 비교하면 연남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전히 

연남동이 이름을 얻고 젠트리피케이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알려졌던 점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4 

 제작년도 해외 음식 카페/음료 문화/기타 한식 점포 수 

1 2013-00-00 8 4 3 2 17 

2 2013-06-00 18 4 2 3 27 

3 2014-10-21 12 4 0 3 19 

4 2014-11-27 8 4 3 1 16 

5 2015-00-00 37 19 17 10 83 

6 2015-08-09 22 17 2 0 41 

7 2015-10-09 12 1 0 4 17 

8 2016-01-05 13 7 0 1 21 

9 2016-01-06 12 4 0 3 19 

10 2016-04-14 20 10 4 5 39 

11 2016-06-13 4 2 3 0 9 

12 2016-07-14 15 6 8 0 29 

13 2017-04-23 64 24 10 2 100 

14 2017-07-10 7 7 0 0 14 

15 2017-07-20 9 11 9 0 29 

16 2017-10-00 10 6 5 3 24 

17 2019-00-00 14 8 1 6 29 

18 2019-10-02 4 8 3 2 17 

Total  289 146 70 45 550 

<표 3-2> 연남동 지도 업종별 점포 수21 

 

<그림 3-16> 동진시장 일대 유동인구 분포 (주말, 17-21시) 22 

                                            
21 연남동은 점포의 창업과 폐업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점포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없는 폐업한 점포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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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매체를 통해 재편된 지도에 등장하는 점포 분포도23 

 

 

                                                                                                               
22 서울특별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함 

(https://golmok.seoul.go.kr/fixedAreaAnalysis.do) 
23 동일한 점포가 여러 지도에 반복해서 등장한 경우 그 횟수만큼 큰 원으로 표시하여 영향

력을 짐작할 수 있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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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동진시장 일대 증·개축 건축물 

분포 

 

<그림 3-19> 동진시장 일대 신축 건축물 분포 

 

2010년대 증·개축의 전체 분포(그림 3-18)을 보면 초기에는 블록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였다가 2010년대 중반에는 블록 내부를 중심으로 

채워졌고 최근에는 동진시장 근방과 동교로/성미산로 사거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그림 3-17>과 비교하면 매체를 

통해 접한 연남동의 이미지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전히 매체를 통한 정보가 유효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특정 장소에 몰리게 되었고 자연히 그 곳에 새로운 점포들이 들어섰다.  

 

2010년대 신축의 전체 분포를 보면 <그림 3-19>와 같이 서북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좁은 골목의 특성상 큰 규모의 

공사인 신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동진시장 일대에서 그나마 공사 차량 



 

 37 

등의 진입이 쉬운 위치에 해당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대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대체로 

블록의 깊은 내부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개축 건축물 분포(그림 18)와 매체를 통해 재편된 지도에 

등장하는 점포 분포도(그림 3-17)를 비교해보면 분포의 양상이 유사하며 

일치하는 비율이 신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매체를 통해 홍보되는 

가게들은 주로 기존 건축을 활용한 경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매체들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될 소비자들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선 가게보다도 기존 

건축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동네의 물리적 구조를 유지한 외관의 

건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증·개축의 대상이 된 건물의 

건축년도가 저층주거지의 특성과 적합하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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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진시장 일대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 특성 
 

 

4.1. 증·개축이 이루어진 기존 건축물 분석 
 

 

연남동의 물리적 변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택의 증축 혹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증·개축24이며, 대부분이 주택 층 수의 

감소를 통한 상업 층수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대상지 내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증·개축이 발생한 105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전수조사하여 증·개축이 

이루어진 기존 건축물과 증·개축 이후의 물리적 변화를 양적 데이터로 

확보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2012년의 증·개축 건물 수는 1개이며 그 

이전의 데이터는 연남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는 무관한데다 연도별로 

데이터를 정리하기에 무의미할 정도로 수적인 차이가 있기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였다. 

 

 
<그림 4-1> 2013년 증·개축 예시: 동교동 148-3 

                                            
24 연구대상지 내 전체 427개 건물 중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증축 혹은 대수선으로 인한 

증개축이 일어난 것이 105개로 24.6%, 순수하게 용도 변화만 일어나 건물 규모의 변화가 

없는 것이 42개로 9.8%, 필지를 유지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이 63개로 1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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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증·개축 건축물의 연도별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평균 

먼저 증·개축 건물의 평균 대지면적은 130.9 제곱미터이며 평균 

건축면적은 73.8 제곱미터이다. 연구대상지 내의 전체 평균 건축면적이 

105.4 제곱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건축면적이 작은 건물을 

대상으로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업 건축을 제외한 대상지 내 주거 

건축(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의 평균 건축면적 또한 98.4 

제곱미터로 증·개축의 대상이 된 건축물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연도별 

평균을 보면 증·개축이 일어나는 건물이 많아지는 2014년을 기점으로 전체 

평균과 유사해지지만 그 2013년까지 증·개축 대상이 되었던 건물은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평균보다 작아 추세선은 면적이 증가하는 형상을 

보인다. <그림 3-17>에서 동진시장 근방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있는 

지역을 참조하면 2013년에는 동교동 148-3번지의 ‘낙랑파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을 개조한 카페 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그림 4-1). 

2014년부터 이러한 소규모인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세가 증·개축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지역에 나란히 서있는 148-3, 148-4번지 두 건축물은 모두 

2013년도에 증축되었으며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다. 대상지는 1985년 

다가구주택 건축규제완화로 1980, 90년대에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히 일어나기 

직전인 2013년도에, 경의선숲길공원이 개장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물이 들어섰다는 점에 주목할만 하다. ‘낙랑파라’에 관해 포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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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면 블로그나 매체 등에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건물’, ‘골목’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림 4-3>은 건축년도에 따른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과 증·개축의 대상이 된 건축물을 각각 비율로 바꾸어 비교한 것으로, 

증·개축의 경우에 1980년대와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비중이 상당한 

차이로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에 주목을 

받았던 증·개축 건물의 시대 배경이 증·개축의 대상으로 고려될 때에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전체 건축년도와 증·개축 대상 건축물의 건축년도 비교(%) 

이러한 선호는 증·개축 대상 건물의 증·개축 이전과 이후의 층수를 통한 

규모의 분석에서도 발견된다(그림 4-4). 대상지의 증·개축 대상 건물에는 

지하 2층 이상인 건물이 없어 지하 1층이 포함된 경우는 전체 층수에 0.5의 

값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지상 2층, 지하 1층인 건물의 경우 2.5의 값을 

주어 조사하였다. 총 105개의 증·개축 건물 중 지상 2층, 지하 1층인 경우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증·개축 이후에는 지상 3층, 지하 1층인 경우가 

47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증·개축 이전에 2.5층이었던 건물을 3.5층으로 

증축한 경우가 41개로 전체 증·개축 중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동교동 148-3번지의 경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상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5층 

규모의 건물을 1층 더 증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데에서 기인한다. 동교동 

148-3번지와 같이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3층 높이의 옥탑층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소폭 늘리고 주거층에 편입시키고 기존 2층 이하의 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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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림 4-5>의 

연남동 390-71번지와 같이 3층을 2층 면적과 마찬가지로 증축하여 

상층부의 주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견된다.  

 

<그림 4-4> 증·개축 이전 층수 분포(좌), 증·개축 이후 층수 분포(우) 

 

 
<그림 4-5> 2018년 증·개축 예시: 연남동 390-71 

 

<그림 4-6>의 좌측 그래프는 증·개축으로 인해 증축된 층수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증·개축을 통해 2.5층에서 3.5층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41개소에 달함에 따라 증·개축을 통해 증축된 층수의 분포 역시 1층 증축이 

62개로 가장 많았다. 0층이 증·개축된 경우는 단순 용도변경이 아니라 면적 

증축 혹은 구조 보강 등을 통한 대수선에 해당하며 총 34개소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하층을 추가하거나 2층 이상 증축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대상지역의 증축은 주로 1층 이하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한계뿐만 아니라 상부 주거층을 증축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1층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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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보인다. 흔히 건물 임대를 통한 수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주거를 확보하고자 하면 기존 1층을 주차장 면적으로 내어줘야 하여 

선호되지 않거나, 기존에 지하층으로 계획되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2층 이상 증축한 경우는 상층부 또한 

상업용도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 4-6> 증·개축을 통한 증축 층수 분포(좌), 증·개축을 통한 주거 층수 감소 분포(우) 

 

<그림 4-6>의 우측 그래프는 증·개축으로 인해 감소된 주거용도의 층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주거용도를 상층부까지 상업용도인 

음식점이나 사무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3개층의 주거용도 감소가 

38개소로 가장 많고, 2, 1개층이 그 뒤를 따른다. 3개층의 주거용도가 

상업용도로 전환된 건물들은 물리적 변화, 즉, 규모가 특정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5층에서 3.5층으로의 변화에서는 주로 전체 

4개층의 상업용도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인 경우가 많아 대상지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대부분 주거용도를 외식업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임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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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개축에 따른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층주거지의 주택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규모 면에서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는 규모 면에서 증축되고 용도변경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거 용도가 지닌 물리적으로 비교적 폐쇄적이고 사적인 상태에서 상업 

용도가 목표로 하는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을 취한다. 

경리단길, 연남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장식물을 추가하고, 경계를 소거하고, 실내외 사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면공지를 활용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김민정, 2016; 김신성, 

2016).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의 상세한 

부분은 그 지역이 가진 기존의 물리적인 구조나 그곳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현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물리적 변화 

요소를 종합하여, 각 요소에 대해 시간적인 변화의 양상을 밝히고 동진시장 

일대와 유사한 시기에 주목받았던 해방촌의 경우와 비교하여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초기의 연남동에 대한 김신성의 2016년 연구에 

나타나는 연남동의 건물과 가로의 관계 변화는 네 가지로, 전면공지의 활용, 

경계의 소거, 경계의 투명화, 장식물의 추가이다. 여기서는 다루는 내용이 

일부 유사한 부분과, 관련되어있는 항목들을 종합하여 사적영역의 공공화, 

투명성 증대, 간판의 세 가지로 종합하여 증·개축에 따른 물리적 변화의 

요소를 다루고자 한다(그림 4-7). 사적영역의 공공화는 필지 내의 

전면공지에 좌석이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내부와 외부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전면공지의 활용, 경계의 소거, 장식물의 추가와 

관련된다. 투명성 증대는 담장이나 벽과 같이 기존 건축에서 사적인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했던 물리적 경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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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과 관련되어 실내외에 관계없이 시각적으로 거리에 노출되는 모든 

광고물을 말하고자 한다. 

 

 

<그림 4-7> 증·개축에 따른 변화 요소 종합 

 

사적영역의 공공화 

경계를 소거하거나 전면 공지를 활용하고,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행위는 모두 사적영역의 공공화라고 종합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주로 기존 주거건축이 사적인 공간으로서 

주변으로부터 내부를 가리고, 필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장치인 담장과 대문 

등을 말한다. 이는 더 넓은 방향에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다.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또한 건물 상부로의 

진입을 암시하면서 진입의 가능성을 높인다. 사적영역의 공공화는 주로 

필지 내의 건축 외부인 부분과 심지어는 필지 너머의 가로까지 테이블과 

의자, 메뉴판이나 광고판, 그 밖에도 장식적인 소품들을 배치하는 행위이다.  

 

2014년의 연남동 383-72번지와 2016년의 연남동 390-42번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그림 4-8), 젠트리피케이션 초기에는 사적영역의 

공공화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경계에 기존의 담장을 

제거하는 대신 낮고 반투명하며 얇은 난간 등을 새로 설치하여 필지의 

경계를 비교적 분명히 하였고 광고물과 같은 소품 또한 그 내부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담장을 제거한 흔적만 남기고 물리적 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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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제거하였으며 광고물 또한 경계의 위에 설치되거나 심지어는 경계를 

넘어 공공 영역인 가로에까지 놓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로와 

필지 내 외부공간의 경계를 없애는 작업은 계속 이어져, 최근에는 연남동 

390-42번지와 같은 경우에서 보이는 낮은 턱을 남겨 담장을 제거한 흔적을 

노출하지도 않고 외부 가로와 필지의 레벨을 맞추어 최대한 구분을 흐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8> 증·개축에 따른 사적영역의 공공화 예시:  

2014년 연남동 383-72번지(좌)와 2016년 연남동 390-42번지 
 

해방촌의 경우(표 4-1)는 옆 건물과의 간격이 동진시장 일대만큼 좁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필지와 필지 사이에도 외부공간이 존재하여 

이를 적극활용하는 형태가 빈번히 발견된다. 따라서 동진시장 일대와 달리 

물리적 장벽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고, 외부 공간에 계단 등의 진입 장벽을 

두어 필지 내의 외부공간을 아늑한 사유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이 발견된다.  

 

 

투명성 증대 

투명성 증대는 기존의 경계를 소거하거나, 경계 자체를 시각적으로 

투명한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한다. 동진시장 일대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행위는 주로 기존의 불투명한 경계로서 필지 내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벽, 필지와 가로를 구분짓는 담장, 건물 내부를 구획하기 위한 가벽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유리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3년에 주목을 받았던 동교동 148-3번지와 2018년의 연남동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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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지의 경우를 비교해보면(그림 4-9), 동교동 148-3번지의 경우 기존 

창문 등의 개구부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문이나 슬레이트와 같은 

가변적인 부분을 유리로 대체하여 기존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에 간유리 등을 사용하여 반투명한 소재를 

사용했던 것을 깨끗한 유리로 대체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반면에 387-

24번지의 경우 담장을 제거하여 필지 경계의 투명성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증축에 필요한 기존 건축의 뼈대만을 남기고 벽을 거의 전부 철거하여 내부 

공간으로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림 4-9> 증·개축에 따른 투명성 증대 예시:  

2013년 동교동 148-3번지(좌)와 2018년 연남동 387-24번지 
 

좁은 골목길의 특성과 높은 상업 밀도로 인해 저층부와 상층부가 구분 

없이 투명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증·개축이 진행되고 있는 동진시장 

일대와 달리 해방촌의 투명성 증대(표 4-1)는 1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층 이상의 물리적 변화는 드물게 일어난다. 주로 1층의 비내력벽을 헐고 

넓은 가로로 내부를 드러내기 위해 폴딩 도어를 사용하여 외부 공간을 

활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를 위해 동진시장 일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천막이나 파라솔과 같이 건축물이 외부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빈번히 발견되어 차이점이 드러난다. 

 

 

간판 

주거건축이 상업건축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건축물 자체도 물리적으로 

변화하지만, 거기에 부착되거나 추가되는 소품과 광고물들 또한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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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업 용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식물의 추가는 

간판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이라고 보지 않지만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장식물, 광고물 등의 추가를 간판으로 종합하였다. 동교동 

148-4번지와 같이 동진시장 일대의 광고물들은 좁은 골목의 특성상 작은 

간판과 주변과 어울리는 장식물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상업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전략을 취한다. 특히 벽면에 부착된 간판들은 크기가 작으며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간결한 형태를 보인다. 대신 골목의 다양한 방면에서 

노출되기 위해 간판의 수를 늘리는 모습이 발견된다. 유리면 내부에 스티커 

장식 등을 부착하거나, 건물 내부에까지 네온사인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여 

유리를 통해 증대된 투명성을 활용한 간판을 다수 설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그림 4-10). 

 

 
<그림 4-10> 증·개축에 따른 간판 예시:  

2014년 동교동 148-4번지(좌)와 2015년 연남동 387-8번지 
 

로버트 벤추리가 「라스베이거스의 교훈」에서 라스베이거스의 상업 

건축의 특징으로 간판을 제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판은 가로의 규모와 

교통의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넓은 고속도로와 빠른 속도의 자동차 중심인 

라스베이거스의 큰 간판과 반대로 좁은 골목길과 천천히 걷는 산책 수준의 

보행이 중심인 연남동의 간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 이는 가로 

중심으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해방촌의 경우 또한 주요 

가로에 위치한 간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동진시장 일대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표 4-1). 

 



 

 48 

존 하브라켄은 「Transformation of the Site」에서 공간이 가진 

물리적인 형태와 공간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power)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역적 깊이(territorial depth)'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영역은 

장소, 오브젝트 그리고 힘이 결합된 것으로서 그들의 조합에 따라 힘의 

관계가 조정된다. 영역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때때로 특정 

구성물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관계맺게 하며, 이 구성물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그림 4-11)(John. H., 1982). 

 

동진시장 일대의 건물들은 물리적으로도 전면공지의 활용을 통해 

필지의 경계선에 메뉴판을 걸쳐놓거나 그 밖으로까지 소품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외부 계단을 노출시키거나 담장을 철거하고 담장이 있었던 흔적을 

남기는 등의 방식 또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흐린다. 하브라켄은 사적인 

공간에 집중하여 관계를 해석한다면 사적인 공간이 외부를 향한 영역적 

힘의 관계를 내포하는 연결고리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고 

말한다. 작은 간판을 걸어두고 눈에 거슬리거나 튀지 않는 소품을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면공지가 활용되는 방식에서 건축이 공공 영역인 

가로로 사적 영역의 힘을 드러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11> Adding Object over Territory - Territorial Depth Diagram 

 

<그림 4-12> Removing Territory - Territorial Depth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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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영역의 공공화, 투명성 증대 그리고 간판의 세 요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건물의 실내와 좁은 골목길의 실외 사이의 영역적 깊이를 

허물고자하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기존의 

주거건축이 사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경계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상업건축이 목표로하는 외부로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들이다. 

2013년의 개축을 통한 상업 용도로의 전환은(그림 4-1) 2018년(그림 4-

5)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투명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벽과 창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진시장 일대의 물리적 변화는 이렇듯 영역적 깊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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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간판 사적영역의 공공화 투명성 증대 

연남동 

   

특징 

좁은 골목의 특성상 작은 간판과 주변과 어울리는 

장식물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상업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전략을 취한다. 

필지 내부의 외부 공간은 경계를 소거하여 가로의 

일부인 듯한 인상을 주고 야외 테이블 등으로 거리와 

상호작용한다. 필지 외부에도 소품이나 광고물을 

배치하여 거리와의 구분을 최소화한다. 

기존의 벽을 최대한 허물고 유리를 활용하여 

가로에서의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좁은 골목과 

증·개축의 특성을 이용하여 2층 이상에서도 같은 

변화가 발견된다. 

해방촌 

   

특징 
상대적으로 넓은 가로의 특성상 크고 많은 간판을 

통해 가게가 최대한 눈에 띄도록 한다. 

필지와 가로의 경계에 물리적 장애물을 둘러 비교적 

아늑한 사유 공간임을 암시한다. 

1층 위주로 유리가 활용되며 천막이 많아 

투명성보다는 쾌적한 실내를 더 중시한다. 

<표 4-1> 증·개축에 따른 물리적 변화 요소: 연남동, 해방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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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축에 따른 변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동진시장 일대의 물리적 변화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3개의 건물에 해당하는 신축에 따른 변화다.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축은 증·개축에 비해 현재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가진 물리적 한계와 관계없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짓는 행위이기에 물리적 변화의 정도가 

증·개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필지 규모와 법적인 제약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진시장 일대의 기존 경관과 

상업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료를 이용하며 건물 용도의 내용 또한 

증·개축 건물과 유사한 면이 있다. 앞서 동진시장 일대의 증·개축의 물리적 

변화가 사적영역의 공공화, 투명성 증대, 간판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영역적 깊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신축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임에도 유사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난 

2014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7년 이후의 신축 건물들에서 이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7년 

신축이 일어난 연남동 260-47번지(그림 4-13)와 연남동 387-13번지(그림 

4-14)의 예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사적영역의 공공화에 있어서는 

증·개축과 마찬가지로 가로와의 레벨 차이를 최소화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두거나 메뉴판 등의 소품을 가로와 필지의 경계에 

가까이 두어 경계를 희석시키며, 거리와 맞닿은 계단을 통해 상층부로의 

진입이 직접 가능하게 한다. 투명성 증대의 측면에서는 마치 증·개축이 

일어난 건물처럼 보이도록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이 드러나도록 하고 벽돌과 

같은 지역에 친숙한 재료로 마감한 것이 특징적이며 그 외의 부분은 유리로 

처리하여 가로에서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간판 역시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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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와 연계하여 건물 내부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발견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간판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3> 2017년 신축 예시: 연남동 260-47 

 
<그림 4-14>  2017년 신축 예시: 연남동 387-13 

 

현재까지도 동진시장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진행중이며 그에 따른 

도시와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 또한 지속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변화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적지않은 수의 신축, 

증·개축이 일어나고 있다(그림 4-15). 유동인구 또한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16). 그러나 높아진 밀도에 따라 

치열해진 점포 간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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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2014-2019년 간 동진시장 일대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 

 

 

 

<그림 4-16> 동진시장 일대 유동인구 

 
<그림 4-17> 동진시장 일대 양식음식점 매출액 변동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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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동진시장 일대는 저층주거지와 좁은 골목의 특성을 살려 

상대적으로 작은 간판과 적극적인 전면공지 활용을 통해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2014년까지는 기존에 저층주거지였던 동진시장 일대의 물리적 

변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밀도가 낮은 만큼 점포와 점포 사이의 

간격이 넓어 그 사이에 기존의 저층주거지의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 기존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도가 다소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상업적인 

밀도가 높아지면서 건물 또한 타 건물과의 차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증·개축을 통해 물리적 변화의 정도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가 신축 건물에도 어김없이 발현되어 완전 철거 후 새로 짓는 

건물임에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8> Simplified Territory - Territorial Depth Diagram 

저층주거지의 건물들은 기존에 누구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기에 

개별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 건물이 많다. 그러나 

상업용도로의 리노베이션을 거친 건물들은 한편으로는 기존 건물의 일부를 

남겨 지역의 분위기에 동조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업적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로서 외관은 비교적 유지하지만 

내부를 좁은 가로를 향해 최대한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였고 경계를 

극단적으로 제거하는 방향(그림 4-18)으로 물리적 변화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비상업적인 건축으로 지역의 기존 환경에 녹아든 것처럼 보여지고 

싶지만 실제로 일어난 건축의 물리적 변화는 오히려 화려하게 장식된 

내부를 드러내게 되면서 거대한 간판이 붙은 건물보다도 공간의 더 많은 

부분을 표상적인 면에 할애한 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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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저층주거지에 등장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에 

확장되는 양상과 그로 인한 물리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동진시장 일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지역에 증·개축이 이루어진 건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축된 건물을 구분지어 다룸으로써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대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일반 저층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이 기존 문화소비공간의 

확장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다른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3장에서는 먼저 동진시장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요인들을 밝혔다. 이어서 전수조사를 통해 증·개축과 신축의 

연도별 분포 상황을 분석하여 증·개축과 신축 모두 점차 블록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매체를 통해 재편된 지도들을 통해 홍보된 특정 상점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증·개축과 신축이 일어난 

건물을 분석하였다. 먼저 증·개축의 대상이 된 기존 건물의 규모와 시대를 

밝히고, 증·개축 후에 발생한 물리적 변화의 특징적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까지도 신축을 통해 이어지면서 그 정도가 

심화되어 왔음을 밝혔다. 

 

연남동의 동진시장 일대를 저층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의 분석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저층주거지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며, 개별적인 

건축물이 변화하는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변화의 양상과 미시적인 변화의 디테일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진시장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양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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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 급속하게 일어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변화의 양상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개별 

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특히 방문객의 도시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물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하며 

동진시장 일대에 관한 데이터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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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남동 골목 지도 장팀장 jteamj 2017-04-23 

14 
뉴욕 부럽지 않은 연트럴파크, 

연남동의 낮과 밤을 훑었다 
송정 중앙일보 2017-07-10 

15 연남위크 - 어반플레이 2017-07-20 

16 아는 동네, 아는 연남 
아는동네 

편집부 
어반플레이 2017-10-00 

17 연남동 무장애 지도 - 모아스토리 2019-00-00 

18 연남동 약쏙, 쏙쏙 연남동 
황윤선, 

김다정 

LG Social 

Challenger 
2019-10-02 

<표 부록-1> 매체에 의해 재편된 연남동 지역 지도 목록(연도순25)26 

                                            
25 정확한 제작 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월의 경우 1월, 일의 경우 1일 취급하여 순서

를 정하고 00으로 표기하였다. 
26 각 지도의 출처는 <표 부록-2>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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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출처 

1 http://www.thetravellermagazine.co.kr/pages/view.asp?category1=DOMESTIC&boardNo=371 

2 https://street-h.com/magazine/45431 

3 https://ko-kr.facebook.com/mojarancoop/posts/636063873178829 

4 http://www.allurekorea.com/2014/11/27/ 

5 http://madmap.creatorlink.net/index/view/206370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7/2015072700925.html 

7 https://blog.naver.com/thelighthq1/220503958761 

8 https://hi-in.facebook.com/qplacekorea/photos/ 

9 https://it.donga.com/23446/ 

10 http://www.seouland.com/arti/culture/culture_general/214.html 

11 https://www.wishbeen.co.kr/plan/d5dba43c1c467a6d 

12 https://www.facebook.com/urbanplaypage/posts/1158977790839529/ 

1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teamj&logNo=220989747219&categoryNo=30&parentCate

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14 https://news.joins.com/article/21741836 

15 https://urbanplay.co.kr/playlist/project/172 

16 https://urbanplay.co.kr/playlist/project/60 

17 http://moastory.com/portfolio_page/ 

18 https://www.lgchallengers.com/social/ 

<표 부록-2> 연남동 지도 출처 

 



 

 63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Phenomenon and 
Spatial Change in Low-rise Residential District 

near the Cultural Quarter 

- With Special Emphasis on Dongjin Market Area 
 

Kang Seungja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as such as Yeonnam-dong, Mangwon-dong, and Haebangchon, 

which are recently attracting attention, are being developed based on low-

rise housing, unlike existing commercial areas. Rather than growing based 

on the unique advantage or cultural background of the region itself, these 

are result of expansion of the Hongdae area and Itaewon. The concept 

known as gentrification is used to explain these phenomena as a food 

cul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s of 

urban structure of each region, the surrounding conditions, and the history 

of the region, the need for research on processes and physical changes of the 

gentrification is emerging.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entrification in Dongjin Market area in Mapo-gu, focusing on it’s process 

of commercial expansion and the accompanying physical changes. 

 

Since 2013, the government has made it clear that the future growth 

direction of metropolitan Seoul, which has been growing rapidly based on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is to make full use of the physical 

structure of existing cities rather than redevelopment through dem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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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focus of policy is on low-level residential districts that have 

been alienated from government-level institutions and developments, rather 

than those already developed as apartments or thriving commercial areas. 

However, even though the lower-level dwellings around the cultural-

consumption space are the same low-level residential districts, commercial 

gentrification in Seoul is already underway and has been left to the 

economic principles of the market. As a result, the regional background and 

the physical changes are different from the low-rise residential districts 

cared by the redevelopment, maintenance and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addition, while other gentrification areas have grown with the existing 

cultural capital or historical background, these areas are general residential 

areas so that incorporation of these areas into existing gentrification type 

system proposed by the government is complicated. 

 

Dongjin Market area is the periphery of Hongdae area. In 2010, Hongik 

University Station was connected to International Airport Line and emerged 

as a tourism and accommodation area. This was a fundamentally different 

way of internationalization from the Itaewon region, which has historically 

been second home to migrants. Through this background and the emergence 

of a new small business owners class, the global elites, there are restaurants 

in this region that deal with foreign foods that are somewhat unfamiliar to 

Korean. They also have taken the business strategy of opening a second 

brand in the same area instead of a franchise with same name. As some 

unique restaurants were promoted in previously unknown areas, new 

construction, expansion and renovation of individual building units are 

actively occur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of distribution mapping 

by year, Dongjin market area developed gradually toward the inside of a 

relatively large block, unlike other low-rise residential buildings grew 

around the main street. Additionally,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area 

became popular as it was advertised through the media, this paper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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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type and distribution of stores on maps reorganized by media. 

Through this, the urban experience of walking around Dongjin Market is 

perceived with few symbols such as food and shop. This change in 

experience points that there is sophisticated nexus among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nd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actual site. 

 

The Dongjin market area was physically changed by new construction, 

expansion, and renovation, which entails a change in the use of commercial 

buildings. Even though physical changes resulting from commercialization 

are similar to other low-rise dwellings in large frame, but different in details. 

In the beginning of gentrification, stores were designed to use relatively small 

advertisements with less commercial impressions, to open the exterior space 

of the building in the parcel to the alley, and to maintain the existing 

exterior walls. However, in the later stages, the signboards grow in size, and 

walls tend to break down to maximize transparency through glass. 

Commercial changes gradually continue through new construction, since 

most buildings are now commercialized. Even though the area of Dongjin 

market maintained the form of the existing parcels and streets, the physical 

change of individual buildings continued, and as a result, it has been totally 

different in detail from before the gentrification. 

 

Keywords : gentrification, urban regeneration, low-rise residential district, spatial 

change 

Student Number : 2018-2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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