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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도심 지하공간의 지역 연계를 통한

재활성화에 대한 연구

-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중심으로 -

국내의 대표적인 지하 도시공간은 지하상가이다. 지하상가는 주로 도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다. 이는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쇠퇴한 지하

상가를 재활성화 하는 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속성으로 여겨져 왔

다. 그러나 사실상 구도심의 입지적 속성은 도시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그 지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하상가의 입지적인

속성을 이유로 상권을 이용한 재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 지하상가의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05년부터 지하상가에 비상업적 목적의 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점

에 주목한다. 비상업적 시설의 등장은 쇠퇴한 지하상가가 기존의 상업성

에서 탈피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일 뿐 아니라, 지하상가의 이용 대

상이 보다 일반적인 시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도시

의 공공성을 담당하는 새로운 지하공간이 형성될 수 있기 가능성이 생겼

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목적으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

는 신당 지하상가 내 창작아케이드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서울시 도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하상가의 상업성 변화 양상

을 살펴보고, 상업성이 쇠퇴하는 기로에서 지하상가 재활성화를 위해 제

시되는 방안을 파악한다. 이후 지하상가 재활성화의 차별화된 대안으로

판단되는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활성화 기법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에

집중한다.

서울시 지하상가는 1970~80년대 경에 대대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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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발연구원에서 1998년에 발표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개선 방

안』에 따르면 지하상가 조성 당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첫째, 시민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도 건설과 둘째, 유사시 방공대

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지하 공간 확보였다. 그러나 1968년 국내 최초

의 지하상가인 ‘새서울 지하상가’의 등장에서부터 지하상가는 새로운 상

권으로 주목받았다. 상권 경쟁이 치열해져 상인들 사이의 이권다툼이 일

어나고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공간은 좁아져갔다. 이후에는 지하상가를

대대적으로 건립하면서 민간투자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지하상가의

상업성이 점차 극대화되었다. 지하상가의 조성으로 도시에 시민들을 위

한 새로운 지하 공간이 탄생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상 도심 내 상권 확보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서울의 지하상가는 지하철 건설과 더불어 급속도로 도심에서 확장되어

나갔다.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개발된 지하상가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유

동인구가 확보되었고, 이는 상권 발달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6러나 빠

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도시 구조로 인해 지하상가의 상권이 쇠퇴하는 곳

이 나타났다. 주로 구도심에 해당하는 시청, 을지로, 종로 주변의 지하상

가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과 1998년

IMF로 인한 권리금 하락으로 인해 지하상가의 상권은 다시 한 번 위기

를 맞게 되었다.

지하상가의 쇠퇴한 상권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던 2000년 이후,

1970~80년대 경에 민간의 기부 채납을 통해 건설한 지하상가의 사용 기

한(약 20~30년)이 끝나면서 지하상가의 관리 권한이 서울시설관리공단으

로 이행되었다. 이후 지하상가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다. 첫

째,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상권과 연결하는 네트워크화 방향이

있었고, 둘째, 쇠퇴한 지하상가에 비상업적인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이 있

었다. 본 연구는 후자에서 지하상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2004년 서울시는 쇠퇴한 도심 지하상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부



- iii -

터 시청과 을지로 부근 지하상가에 전국대학 정보센터, 장묘문화 상담센

터, 세계 공예 전시장 등을 계획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지하상가 내 비상

업적 시설의 유치는 지속적으로 계획되었다.

2009년, 약 50%에 해당하는 점포가 비어있을 정도로 쇠퇴한 신당 지

하상가 내에 대규모 창작공방인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들어섰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2008년 서울시의 문화예술 창의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인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하에 유휴시설 내에 창작공방을 유치하는 목

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지하상가 내의 점포를 대규모로 비상업적 시설

로 전환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당시 서울시 내에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

는 9개의 창작공방이 계획되었고, 그 중에서도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예

술가의 창작공방 제공’과 ‘지역 활성화’의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이전보다 많이 쇠퇴한 서울중앙시장의 지하에 위

치해 있었고, 신당 지하상가 내에 나머지 점포는 기존 상업시설 그대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러한 이유로 조성 당시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물리적 환경은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고, 창작공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공예’로 설정한 이유도

전통시장과 지하상가의 환경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2016년까지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매년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물리적 부분에서 사회적 부분에 이르는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적 환경 개선의 방향이 초기에는 창작공방에서 시민들에게 참여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점차 지역 축제를 제공하는 방

식으로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지하상가 활성화 기법은 지역 내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창작공방 자체는 시간이 흐를수

록 작가들의 작업공간에 치우쳐 활용이 되고 있다. 상업적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였으나 여전히 지하상가의 시설 자체가 시민들에게 공공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을 넘어 신당 창작

아케이드를 매개로 황학동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연계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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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지역 활성화 기법을 분석

하여 쇠퇴한 지하상가의 재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상

업적 공간으로만 한정되었던 지하상가가 도시 구조의 변화로 인해 불가

피하게 상업성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

히려 지하상가가 도심 지하공간으로서 새롭게 기능하게 되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현재 지역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는 신당 창작아케

이드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의 특징을 해석한다. 이는 물리적 도

시재생과 사회적 도시재생 2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그

결과 앞으로 서울의 쇠퇴한 지하상가가 기존의 상권 재활성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재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한다.

주요어 : 서울시 지하상가, 지하상가 재활성화, 비상업적 시설, 신당

창작아케이드, 지역 활성화

학 번 : 2015-21098 성 명 : 김 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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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66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문에 기술된 어휘 및 어법

은 현재 사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당

시 표기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한문의 경우 한글로 변화하여 기술하였다.

＊ 단행본 및 보고서 제목의 표기는 『』, 논문 제목의 표기는 「」로 하였고,

기사제목은 ‘ ’으로 표기하였으며, 인용한 내용은 본문과 다른 서체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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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국내에서 지하 도시공간의 대표적인 시설은 지하공공보도시설1)이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하도상가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일부

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의미한다.2) 본 연구의 대상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이나 이 용어

를 보다 간편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지하상가’로 대체한다. 지하상가

는 시민들의 보행과 소비생활을 담당하는 시설로 주로 1970~80년대

경에 도시의 중심부에 건설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지하상가의 공

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도심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속성으로 여겨

져 왔다.3)

그러나 이미 쇠퇴한 구도심의 입지적 속성을 이용하여 상권 재활

성화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지하공공보

도시설이라 지칭하는 공공기반시설의 상업성을 극대화시키려는 끊임

없는 노력은 공공기반시설로서 담당해야 하는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상가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된 현 시점에서 지하상가의 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가

운데 본 연구가 주목한 사실은 서울시가 지하상가 활성화 대안으로

비상업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비상업적 프로그램의 도

입은 소비를 하지 않고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상가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지

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

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3) 이강주, 정성환, 「도시공공 지하공간의 시설현황 조사 분석/부산광역시 지하공공보

도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7 n.11(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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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존 상업성에서 탈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상업적 프로그

램의 대상이 특정 계층에서 점차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서 지하상가의 공공성이 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 종합적으로

지하상가의 기존 상권을 통한 재활성화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하상가

의 공공적 역할이 환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도심 내 지하상가가 공공기반시설로서 잃어버렸던 공공

성을 회복하려는 흐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에 있는 비상업적 시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의 공공성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2004년 구성된 서울시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위원회는 2005년부터

서울시의 쇠퇴한 지하상가에 비상업적인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구도심의 지하상가 내에는 공연, 전시, 문화를 주제로 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치되고 있다. 2009년에는 신당 지하상가 내에

예술가들의 창작공방인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조성되었다. 신당 창

작아케이드는 ‘예술가 창작 지원’과 ‘지역 재생’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조성된 시설이다. 이는 기존에 소극적으로 지하상가의 통로나 소수

의 점포에 비상업적 시설을 유치하였던 방법과 달리 대규모로 점포

를 점유하는 비상업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조성

당시부터 지역 재생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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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크게 2가지의 목적이 있다.

서울시 도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하상가의 상업성의 변화 양상

을 살펴보고, 상업성이 쇠퇴하는 기로에서 지하상가 재활성화를 위

해 제시되는 방안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지하상가 내 비상

업적 시설이 조성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지하상가를 통한 도심

공공성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또한, 지하상가 재활성화의 차별화된 대안으로 판단되는 신당 창

작아케이드의 활성화 기법을 분석한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공공성 회복을 가능하게 한 조건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지역과 연계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최종적으로, 2가지 목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상업성이 쇠퇴한 도심

지하공간이 기존의 상권 재활성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재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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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크게 2가지의 범위를 설정한다.

첫째, 서울시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서울시 지하

상가는 시민들의 통행 목적으로 조성되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

는 지하도상가와 지하철 역사 내에 수익목적으로 조성된 지하철상가

및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상가로 나누어진다.5) 본 연구는 지하상가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타당성을 갖도록 시민들의 통행

목적으로 조성된 지하도상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한다.6) 서울시

내 총 25개의 지하상가가 해당되며, 크게 을지로권·종로권·명동권·강

남권·터미널권·영등포권 6개의 권역으로 구분된다. 이 때, 본 연구에

서 주로 언급하는 쇠퇴한 구도심 지하상가는 주로 을지로권을 의미

하며, 종로권과 명동권도 일부 포함이 된다. 시간적 범위는 서울시

지하상가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1966년부터 시작한다.

둘째, 서울시 지하상가 중 신당 지하상가 내에 조성된 신당 창작

아케이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신당 지하상가는 을지로권에

해당하는 지하상가로 1971년 국내 최초의 민자형 지하상가로 지어졌

다.7) 서울중앙시장(구 성동중앙시장)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황

학동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신당

지하상가 내에 있는 99개의 점포 중 40개의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예

술가들의 창작공방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시간적 범위는 신당 창작

아케이드가 조성된 2009년부터 시작한다.

5)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참고

6) 이후 본 연구에서 지하상가로 표기한다.

7) 신당 창작아케이드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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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서울시 지하상가에 대한 온라인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지하

상가의 상업성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8) 서울시 지하상가는 상업성과

관련하여 상업성이 극대화 되는 양상과 더 이상 상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양상 크게 2가지가 나타난다. 우선, 1966년 전후의

온라인 신문기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의 지하상가 조성 당시의 상황

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지하상가의 조성 의도를 파악한다. 이후, 1970

년대의 온라인 신문기사를 시작으로 지하상가의 상업성이 극대화 되

는 양상과 쇠퇴하는 양상 2가지의 관점에서 지하상가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지역 재생을 위해 실행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기법을 분석한다. 우선,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등장 배경이 되는 정책적·사회적 흐름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2009~2015년까지 7개년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바탕

으로 지역 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이 때, 지역 재생에 대

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도시재생을 2가지의 층위로 구분한 물리적 도

시재생과 사회적 도시재생을 기준으로 분석한다.(조명래, 2011)9) 또

한, 연구자의 현장 답사를 기반으로 신당 창작아케이드 및 서울중앙

시장 주변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지역 활성화 기법을

분석하여 앞으로 쇠퇴한 지하상가의 재활성화를 위한 적용점을 고찰

한다.

8) 온라인 신문기사는 1966~1999년까지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참고하였고,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네이버 뉴스 기사를 참고하였다.

9) 자세한 내용은 2.4.2장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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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 공공기반시설의 상업화 및 쇠퇴

2.1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 지하상가의 등장

2.2 지하상가의 상업성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화

2.3 상업성 쇠퇴에 따른 구도심 지하상가의 비상업적 활용

: 재조명된 공공성

2.4 지하상가 공공성 회복과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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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청 앞 지하도 구축 공사 조감도 사진
(출처: 서울실록)

2.1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 지하상가의 등장

국내 지하상가는 시민의 통행과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자 주로 70~80년대 경에 민간이 투자하여 지하도 및 상가를 건설하

는 것이 허용되면서 대대적으로 건립되었다. 이 때, 민간은 상가를

20년간 무상 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

가를 받았고, 무상 사용 허가기간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가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하상가는 일반의 교통에 제공

되는 도로의 일종인 지하보도를 일부공간에 상가를 조성한 것으로,

도로법(제2조, 제3조, 제35조,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로서의 역할과 기능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이후, 1996년 2개소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기간이 만료

되는 지하상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이 때 서

울시설공단에 업무 대행을 맡겨 상가의 일원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0)

지하상가의 기능은 그 시작점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업성보

다 공공성이 우선시되었

다. 또한, 민간의 기부

채납을 통한 지하상가

사용 기한이 끝나면서

서울시설공단으로 관리

를 이행시킨 점에서도

지하상가는 공공기반시

설로서 시민들의 공공성

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

간이라는 것이 명확해졌

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개선 방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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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6년 서울시는 모여드는 인구를 수용하고 현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11) 이는 1967년 김현

옥 서울시장의 주도 하에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사업

중 하나는 ‘시청광장 지하서울건설’이라는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 사

업이었다. 이러한 큰 틀의 사업 아래 1968년 3월 국내 최초의 지하

상가인 ‘새서울 지하상가’가 등장하였다.12)(그림1) 새서울 지하상가는

시비 1억 7천여만원을 투입해 개발되었으나 특정 개인(새서울 지하

상가 관리소 대표=정태섭)에게 6천7백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싼 값으

로 10년 동안이나 임대 계약을 해주어 개점 당시부터 부당한 특혜에

대해 문제가 되었다.13) 또한, 이렇게 특혜에 대한 의혹을 받은 지하

상가 관리소 측과 상가번영회 측의 마찰로 개점한지 한 달이 되기도

전인 1968년 4월 일제히 상인들이 철시를 하기도 하였다. 새서울 지

하상가 번영회는 미개점 점포를 전부 개점할 것과 월 임대료를 3개

월간 면제해줄 것을 주장하였다.14) 관리자 측이 이를 해결해주지 않

아 상행위를 방해한다는 주장이었으며, 이는 서로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상업적 갈등이었다.

지하상가의 구조 측면에서도 전체 폭이 28m인데 통행로는 불과

8m(당초 계획보다 1m 축소 됨)밖에 되지 않았고 점포의 폭을 보다

넓게 하였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교통난 완화라는 명목으로 지하상

가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상행위를 위한 지하도로 전락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15) 개점한지 9개월 후인 1968년 12월에는 상인

들이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새서울 지하상가 한복

판에 점포 20개를 새로 차릴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 이 때문에 폭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참고

12) 경향신문 기사, 1967.1.4., 1968.4.10., ‘새서울 지하상가’는 ‘시청앞 지하상가’로 불리기

도 했다.

13) 매일경제 기사, ‘꼬리문 폭리 철시 소동’, 1968.4.12.

14) 경향신문 기사, ‘개점 한달에 철시’, 1968.4.10

15) 매일경제 기사, ‘지하상가로 전락’, 196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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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사 중인 시청 앞 지하상가
(출처: 경향신문 기사, 1968.12.9)

이 10m였던 지하도는

5m에 불과하게 좁혀져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16)(그림2)

이처럼 처음 등장한

지하상가를 두고 서울

시는 수익성을 최우선

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

업적 태도를 보였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

해야 하는 지하상가는

상인들의 이권 다툼에 의해 마음대로 문을 닫아 어두컴컴한 보행 공

간이 되었다.

이후 1970년에 들어서면서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에 국내 최대의

지하상가를 민간자본 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하였

다.17) 그러나 이 계획은 지하철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계

획이라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되었다.18) 대규모로 민간 자본을 통해

개발되는 지하상가의 시초가 될 뻔했던 시청 앞 지하상가 계획이 무

산되었지만 같은 해 9월 종로2가 지하상가를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

진하도록 결정되었다.19) 따라서 민자 유치의 의도 자체가 거부되었

던 것은 아니며, 이후 민자 유치를 통한 지하상가의 개발은 지속되

었다. 1974년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을 계기로 유동 인구의 유입과 함

께 본격적으로 지하상가 개발이 일어났다. 이후 지하상가들은 지금

구도심의 지하상가의 모습과는 달리 강북에서 강남으로 경제 주도권

이 넘어가기 시작한 1990년대 전반까지 서울 시내에서 가장 활발한

16) 경향신문 기사, ‘점포 20개소 또 늘려’, 1968.12.9

17) 동아일보 기사, ‘시청광장에 지하상가’, 1970.5.22

18) 경향신문 기사, ‘시청 앞 지하광장 계획을 변경’, 1971.5.18

19) 동아일보 기사, ‘종로2가 지하철 옆에 1600평의 지하상가’, 1971.9.27



- 11 -

상권으로 전성기를 누렸다.20) 이처럼 지하상가는 공공기반시설이지

만 민자 유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수익을 우선

시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20) 정진열, 김형재, 『이면의 도시』, 2011, 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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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공 지하상가(출처: 동아일보 기사, 1977.9.21.)

2.2 지하상가의 상업성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화 시도

1966년부터 2016년까지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통해 지하상가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21) 지하상가는 기본적으로 조성이 끝나고 나면 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지하상가의 상업성을 확대하

는 적극적인 방향은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이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주변 지하상가와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대형 상업시설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먼저, 지하상가의 상업성 확대를 위한 첫 네트워크화 시도는 1976

년 소공지하가에서 드러난다. 당시 시공 중이었던 소동지하도는 그

범위가 조선호텔 앞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공사 중에 명동 입구까지

지하도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신축 중이었던 서울 프라자호텔

에서 명동 입구까지 이 거대한 지하상가를 통해 연결이 되고 건축

예정에 있던 호텔롯데의 백화점과 미도파백화점을 연결하여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를 기대했다.22)(그림3) 추가로 1977년에도 도심지의

신세계 백화점~시경 앞 지하상가까지 충무지하상가, 회현지하상가를

거쳐 연결하는 것과 미도파 백화점~을지지하상가를 연결하려는 계획

이 있었다.23)

21)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또는 뉴스, ‘지하상가’로 검색, 검색일: 2016.4.20

22) 매일경제 기사, ‘소공지하가 명동에 연결’, 1976.1.17

23) 매일경제 기사, ‘서울도심지 새 지하상권 형성’, 1977.5.10



- 13 -

그림 4. 2005년 서울시의 지하상가 연결계획
(출처: 서울신문 기사, 2005.2.19)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하상가의 네트워크화 시도가 보이지 않

다가 2002년 서울 남대문시장~명동을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이 구상

되었다. 당시 신세계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재개발을 시작하

면서 백화점 지하를 남대문 시장으로 통하는 회현역 지하상가와 연

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명동 지하상가까지

200m를 지하통로로 연결하면 롯데타운24)과 이어져 국내 최대의 상

권이 조성될 수 있었다.25)

이어 2003년에는 기존의 롯데백화점 본점인 신관・구관과 함께 공

사 중인 영플라자와 명품관까지 모두 4개의 백화점을 지하로 연결하

고, 이를 소공동 지하상가와도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6)

2004년에는 영등포역 지하상가와 영등포시장 지하상가를 연결해

대형 지하상권을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7) 또한, 같은 해에 발

표된 ‘영등포 뉴타운 개발기본구상안’은 기존의 지하상권 개발과 영

등포 뉴타운 개발을 연계하여 더욱 상업성을 확대시키려는 계획을

가졌다.28)

얼마 지나지 않아 2005년에는 서울시가 침체되어 있는 지하상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 500억원을

편성하여 서울광장과

을지로 지하상가・소
공지하상가・회현지하
상가의 연결을 계획하

였다.29)(그림4)

24) 롯데 그룹이 미도파 백화점 인수를 계기로 소공동 일대를 ‘롯데타운’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25) 동아일보 기사, ‘남대문시장~명동 지하, 최대규모 상권 추진’, 2002.7.16

26) MBN 기사, ‘명동 大戰, 롯데.신세계百 본점 확장공사 박차’, 2003.6.26

27) 한겨레 기사, ‘영등포역・시장 지하상가 연결’, 2004.5.3

28) 연합뉴스 기사, ‘영등포시장 일대 도심형 뉴타운 개발’, 2004.8.9

29) 서울신문 기사, ‘지하상가・지하도 잇는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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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지하보행 
네트워크

(출처: 서울신문 기사, 2007.6.15)

이후 2년만인 2007년에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하나

로 새 청사와 인근 지하상가 등을 잇는 전방위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세운다. 이는 2005년의 시청 주변부 지

하상가 연결 계획가 같은 지점을 포함하기도 하였다.30)(그림5)

또한, 같은 해에 서울시는 새서울 지

하상가가 등장할 때 가지고 있었던 계

획인 서울시청 앞 지하에 광장을 만드

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을

지로 상가와 소공로 상가 등 단절되어

있는 지하상가를 지하광장으로 연결해

지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31)

2008년에는 2004년에 이어 대규모로

영등포역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발

표가 된다. (주)경방이 지하5층, 지하

20층으로 지금의 타임스퀘어를 계획하

였고, 이 때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 지하도를 이어 지하쇼핑몰을 구

상하였다.32) 이로써 지하상가의 상업성이 백화점보다 큰 규모인 대

형 쇼핑몰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영등포를 포함하여 여

의도 IFC빌딩, 신도림 대성 디큐브시티와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의

개발 흐름이 나타났다.33)(그림6)

이후 3년만인 2011년에 서울시가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 2007

년 지하상가의 네트워크를 제안한 이후 4년만이었다. 이 계획에는

역시나 기존 도심 지하상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안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서울시청과 을지로, 명동, 남대문시장 등

30) 서울신문 기사, ‘서울 도심 확 바뀐다’, 2007.6.15

31) 동아일보 기사, ‘서울시청 앞에 지하광장 조성 검토’, 2007.6.19

32) 동아일보 기사, ‘영등포에 ‘제2 코엑스’ 생긴다’, 2008.5.29

33) 한경비지니스 기사, ‘임대형 몰 급부상...외국계 눈독’, 20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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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등포 복합 쇼핑몰 개발 
계획(출처: 동아일보 기사, 2008.5.29)

의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방안이 포함

되었다. 또한, 구도심뿐만 아니라 서울

의 새로운 상권인 강남역 일대에도 2

호선 강남역에서 9호선 신논현역을

잇는 구간에 지하상가를 계획하였

다.34) 그러나 두 계획 모두 실행되지

않고 또 다시 계획안으로만 남아있다.

지하상가의 상업성 확대를 위한 방

식에 있어서 주변 지하상가와의 연결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계획은

주로 서울의 도심인 시청을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해왔다. 또한,

구도심의 최대 상권인 명동을 중심으로 지하상가와 백화점을 연결하

여 상업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였다. 그

리고 2008년을 전후로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계획되는데 이 때 지하

상가와 백화점의 네트워크화와 같은 형태의 개발이 이어졌다.

34) 파이낸셜뉴스 기사, ‘서울 마지막 노른자위 지하개발 봇물’, 2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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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업성 쇠퇴에 따른 구도심 지하상가의 비상업적

활용 : 재조명된 공공성

지하상가의 상권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

기 시작했다. 지하철 노선의 개통과 함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과 같이 새로운 백화점이 대규모로 강남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의 상권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35) 서울의 경제

주도권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면 구도심의 지하상가는 점차 상

업성이 쇠퇴하게 되었다.36) 또한, 1997년 IMF이후 계속되는 불황으

로 임대수요가 크게 줄면서 서울지역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가 90년

대에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고 공실률도 크게 높아졌다. 특

히, 상업용 건물의 권리금이 폭락한 비율이 지하상가가 74.1%로 그

타격이 가장 컸다.37) 상업성이 쇠퇴하면서 지하상가를 재활성화 시

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개선

하거나 임대 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참여

를 유도하기도 하였다.38) 그러던 중에 상업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상가를 재활성화 하려는 흐름도 등장했다.

2004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하상가 상인들과 함께 상가활성

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초기에는 지하상가에 대형 조경물을

설치하고, 지역별 테마상가를 구성하는 등의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을 논의하였다.39) 상가 통로에서 작은 음악회나 전시회를 개최하여

35) 연합뉴스 기사, ‘서울2기 지하철 개통, 도심상권 위축’, 1995.3.17

36) 정진열, 김형재, 『이면의 도시』, 2011, p.97-98

37) 연합뉴스 기사, ‘IMF이후 건물임대료, 상가 권리금 하락’, 1998.9.28

38) 2003년 4월 15일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 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이

루어지던 상가 임대방식이 공개 경쟁입찰제로 바뀌었다. 문화일보 기사, ‘서울시 지하

도상가 임대료 분쟁 현실화’, 2003.4.15., 2004년에는 구도심의 지하상가 81개를 대상으

로 비어있는 시내 지하도상가 점포임대를 위한 대규모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한

국경제기사, ‘지하도상가 경쟁 입찰... 을지로 등 81개 점포 대상’, 2004.7.9

39) YTN 기사, ‘서울시,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추진’,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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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국대학 정보센터
(출처: 뉴스와이어 기사, 2005.5.26.)

통행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방안도 구상되었다.40)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의 지속적인 논의 하에 2005년 서울시 시설관

리공단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새서울 지하도 상가에는

‘전국대학 정보센터’와 기업 홍보관, 장묘문화 상담센터를 계획하였

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지로입구역 사이 새서울 지하도 상가에

약 70평 규모의 전국대학 정보센터를 계획하였다.(그림7) 이곳에는

동아리나 밴드 등이 공연할 수 있는 상설 공연장도 함께 계획되었

다. 기업 홍보관은 30평 규모로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입점희망

제안을 받았다. 장묘문화 상담센터는 10평 규모로 장례 관련 전문인

력을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을지로 3가

지하도 상가에 ‘세계공예 전시장’도 계획하였다. 약 50평 규모의 세

계공예 전시장은 20여개국에서 만들어진 전통공예품을 전시하기로

계획되었다.41)

이러한 계획은 서울시가 지

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

상가 시설 내에 처음으로 상

업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유

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이

용 대상도 특정 그룹으로 제

한이 되기는 했지만 소비를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지

하상가의 공공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이 중에 어

떠한 시설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하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 적절한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40) 서울경제 기사, ‘소공·새서울 지하상가 “특화”’, 2004.10.10

41) 서울신문 기사, ‘도심 지하도상가 테마거리로 변신’, 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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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당 창작아케이드
(출처: https://brunch.co.kr/@sfac/89)

이후 3년 후인 2008년 서울시는 문화예술 창의기반과 도시 인프라

를 구축하는 계획인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 사

업은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발신지로 전환한다는 구상 하에 지하상가

2곳에 창작 아케이드를 계획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부분 빈 점포

로 운영되고 있는 중구 신당동 신당지하상가(97개 점포)와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지하상가(121개 점포)를 2009년까지 리모델링하

여 창작실과 작품전시실, 작품발표회장 등을 갖춘 대규모 창작 아케

이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42) 이 두 가지의 계획안 중에 신당지

하상가에 조성한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2009년 성공적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다.43)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예술가에게 창작 공방을 지원

할 뿐 아니라 지역 재생의 미션도 가지고 있었다. 예술가의 개인 공

간을 유치하지만 이것이 지하상가 내 문화 공간이 되어 일반 시민들

이 더욱 활발히 접근하고, 지역 재생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했다.(그

림8)

같은 해인 2009년 서

울시설공단은 시청광장

지하도상가에 2차례에

걸쳐 '아트 갤러리'를

오픈하는 계획을 마련했

다. 지하철 1·2호선 시

청역 환승구간에서 시청

광장 지하도상가로 이어

지는 연결통로에 마련된

전시장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20시간 개방되었

으며,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44) 이

42) 연합뉴스 기사, ‘2010년 ‘서울 문화지도’ 바뀐다’, 2008.4.15

43)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44) 뉴시스 기사, ‘서울시설공단, 시청광장 지하도상가서 아트 갤러리 오픈’,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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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하상가에 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2004년부터 지하상가 내에 비상업적 시설을 유치하여 활성화를 시

도하던 흐름 가운데 2011년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인 변화가 있었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45) 이는 지하상가의 상업성을 통한 재활

성화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공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에 주목하려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개관한지 4년만인 2013년에는 서울 시청 지

하도에 ‘문화예술 입히기’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LED조명의 피아

노 계단이나 트릭아트 등의 문화예술작품을 6개월간 전시하는 것이

었다.46)

이후 2014년에는 을지로4가 지하도상가에 2차 ‘문화예술 입히기’

프로젝트로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를 개관하였다. 이 갤러리는 기

획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민작가에게 무료로 대관을 하기도 한

다.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쉽게 만나는 장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47)(그림9)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지하상가의

대표적인 전시 공간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04년 이후 상업성이 쇠퇴한 구도심의 지하상가

인 시청광장 지하상가48), 을지로 3·4가 지하상가, 신당 지하도상가에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는 이러한 대책을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하고자 했

4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 2011. 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52호, 2011.

7.28, 일부개정] 제19조(점포의 용도변경)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포

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신설 2011.7.28)

46) 뉴시스 기사, ‘서울시청 지하도에 피아노계단 등 문화예술작품’, 2013.12.31

47) 헤럴드경제 기사, ‘서울시설공단,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개관’, 2014.5.14

48) ‘새서울 지하상가’의 명칭이 2005년 ‘서울광장 지하상가’로 변경, 2007년 ‘시청광장 지

하상가’로 변경되었다.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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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출처:http://www.ksngn.com/news)

다. 이는 기존의 지하

상가의 상권 재활성화

방향과는 다르게 소비

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

적 프로그램을 유치하

여 지하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었다. 또

한, 비상업적 프로그램

은 초기에는 특정 계

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점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으로 확장되었다.49) 지하상가 내에 점차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

는 공간이 확대되는 것은 상업성의 쇠퇴로 불가피하게 등장한 현상

이기는 하나 공공기반시설인 지하상가를 공공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상업성 쇠퇴에 따라 구도심 지하상가의

공공성이 재조명되었다.

비상업적 활용 계획 하에 진행된 프로젝트 중에서 현재까지 활발

하게 유지되고 있는 공간은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이다. 이 2가지 시설은 문화를 기반으로 작가와 시민이 소통

하는 장을 만들어 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

러나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조성방식 측면

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기존의 점포를 점유하

도록 조성하였고,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보행을 위한 통로의 벽

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따라서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와 비교하

여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비상업적 프로그램이 시설 내에 더 적극적

49) 2005년에 조성된 전국대학 정보센터는 ‘입시준비생’이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

였지만 2014년에 개관한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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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입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지하상가를 비상업적으로 활

용하는 데에 있어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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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하 공공기반시설의 네트워크화 계획과 비상업적 활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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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하상가 공공성 회복과 도시재생

본 장에서는 공공성에 관한 이론 고찰을 통해 내부화 된 공공영역

으로서 지하상가가 지니는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

를 통해 공공성 회복과 도시 재생의 관계를 이해하여 신당 창작아케

이드에 대한 지역 활성화 기법 분석이 지하상가를 통한 지역 공공성

회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2.4.1 내부화 된 공공영역으로서 지하상가의 특성

초기의 공공영역은 사적영역과 반대되는 의미로 정의되어 왔다.

공공영역은 공적으로 사용되고, 공적으로 소유되고, 공적으로 알려진

장소로서 사적영역이 아닌 곳을 의미했다.50)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면서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 공공영역이 언제나 사적영역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시각이 생겨났다.51) 이런 관점 하에 과거

와는 다르게 많은 군중에게 사용되고, 알려지고,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공적으로 소유되지는 않은 실내 공간을 인식하게 되었

다. 이렇게 도시 변화 관찰을 통해 얻게 된 인식의 전환으로 사적

소유의 실내공간까지 확장된 공공영역의 개념이 등장하였다.52)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내부화 된 공공영역’의 ‘공공영역’은

이처럼 현대에서 사용하는 확장된 공공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내부

화 된’은 외부에서 행했던 공적인 행위를 내부에서 행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는 ‘실내’라는 표현보다 변화 과정의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다. 또한, 공공성을 분석하기 위해 내부화 된 공공영역

50) Fischer(1981), Sennett(1992)

51) Zukin(1995), 공공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던 이론가로 개인의 관심을 관철하지 못하는

이전의 공공 문화의 개념은 낡았기 때문에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재정의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 Maurice Harteveld, 「Interior Public Space, on the mazes in the network of

urbanist」, 2014, TU Del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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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영역의 일부이므로 일반적인 공공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대에 따라 공공영역의 의미가 재정의 됨에 따라 공공영역을 평

가하기 위한 항목도 다양한 이론가들에 의해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Varna(2016)가 그의 저서를 통해 공공영역의 의미와 평가

기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의 확장된 공공영

역을 평가하기 위해 5가지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5가지 평가

기준은 소유권(ownership), 감시(control)53), 물리적 환경(physical

configuration), 활기(animation), 유지관리(civility)54)이다.55)

특히 물리적 환경과 활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제시

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중심성과 연결성(centrality and

connectivity), 시각적 접근성(visual access), 통제(threshold and

gateway)의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활기는 편안함과 휴식

(comfort and relaxation), 소극적 참여(passive engagement), 적극적

참여(active engagement), 발견과 표현(discovery and display), 놀이

(paly)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56)

본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

을 선정하고자 한다.

소유권은 이미 공공영역의 유형을 구분할 때 사용한 척도이므로

특성 분석에서 제외한다.57)

감시와 물리적 환경은 분석의 척도로 사용하는데,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을 분석의 항목으로 삼는다. 물리적 환경의 시각

53) 특히 이러한 감시의 목적은 안전성을 위함이지만 현대에는 사람(people)보다는 자산

(property)을 위한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p.39

54) civility는 maintenance에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므로 ‘유지관리’로 번역하였다.

55) Georgiana Varna, 『Measuring Public Space: The Star Model』, 2016, p.28-52

56) Georgiana Varna, 『Measuring Public Space: The Star Model』, 2016, p.40-49

57) 3.1장에서 소유권에 따라 공공영역의 유형을 ‘상업시설’, ‘반-공공시설’, ‘공공시설’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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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성 항목은 접근성(access) 또는 시각적 개방성(visual

permeability)을 의미하므로 이 2가지를 따로 분석의 항목으로 삼도

록 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통제 항목에는 공공영역이 실내일 경

우 개방시간이 통제를 위한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방

시간을 분석의 항목에 추가한다.

활기는 주로 이용행태를 통해 알 수 있는 항목이므로 활기를 유도

하는 요소인 프로그램을 척도로 삼겠다. 또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상업시설은 자본주의 시대인 현대 도시의 공공영역에서 소비를 통해

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요소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소비를

통해 공공영역의 사용자를 암묵적으로 제외하여 계급화

(classification)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상업시설은 공공영역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항목으

로 따로 설정한다.

유지관리는 Varna(2016)의 저서에서는 공공영역이 관리자에 의해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사용자가 청결하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분석 항목이지만 이 또한 주로 이용행태를 통해 알 수 있는 항

목이므로 분석의 척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유지관리가 누구를 통

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 항목으로 추가한다.

또한, Varna(2016)는 공공영역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상(users)에 대한 항목은 따로 제시하지 않고 공공영역을 소유권

기준으로 구분할 때 사용자의 범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58)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분석 항목으로 추가한다.5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내부화 된 공공영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항

목은 다음과 같다.

58) Georgiana Varna, 『Measuring Public Space: The Star Model』, 2016, p.33

59) 사용자(users)는 Nemeth and Schmidt(2007, 2011)가 공공영역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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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주체 상가명 개점시간
통로개방시간

주중 주말/휴일

수탁법인

관리상가

(20개)

을지로 09:00 ~ 22:00 05:00 ~ 01:00 05:00 ~ 24:00

시청광장 09:00 ~ 22:00 05:00 ~ 22:00 05:00 ~ 24:00

을지입구 09:00 ~ 22:00 05:00 ~ 01:00 05:00 ~ 24:00

종각 10:00 ~ 22:00 05:00 ~ 24:00

종오 09:00 ~ 22:00 05:00 ~ 01:00

① 대상

② 개방시간

③ 운영 및 관리주체

④ 감시

⑤ 물리적 환경: 중심성과 연결성, 접근성, 시각적 개방성, 통제

⑥ 상업시설

⑦ 프로그램

서울시 지하상가를 공공영역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대상

서울시가 소유하는 공공시설이며,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개념

으로 개발되었다.60) 따라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2) 개방시간과 운영 및 관리주체

서울시가 소유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총 25개

이다.61) 지하상가의 운영·관리 주체는 수탁법인과 공단으로 나누어

진다. 상가별로 개방시간과 운영·관리주체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

용은 ‘표1’과 같다.

60)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참고

61)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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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5가 07:00 ~ 19:00 24시간

청계6가 09:00 ~ 05:00 24시간

마전교 07:00 ~ 23:00 06:00 ~ 23:00

동대문 09:00 ~ 22:00 05:00 ~ 22:00

청량리 10:30 ~ 20:00 10:30 ~ 20:00
10:30 ~ 20:30

(금 포함)

명동 09:00 ~ 22:00 24시간

소공 10:00 ~ 22:00 04:30 ~ 23:30

명동역 10:00 ~ 23:00 24시간

회현 09:00 ~ 22:00 05:00 ~ 24:00

남대문 09:00 ~ 22:00 05:00 ~ 23:00

강남역 10:00 ~ 22:00 24시간

잠실역 10:00 ~ 22:00 24시간

영등포역 10:00 ~ 22:00 24시간

영등포로터리 10:00 ~ 22:00
2,3,4번 출구 1,5번 출구

24시간 05:00~23:30

영등포시장
09:00, 12:00

~ 21:00

5,6번 출구
1~4번, 7~8번

출구

24시간 05:00~23:30

공단직영

관리상가

(5개)

인현 10:00 ~ 22:00 07:00 ~ 22:00

신당 09:00 ~ 22:00 07:30 ~ 24:00

종로4가 10:00 ~ 19:00 07:00 ~ 22:00

잠실지하광장 10:00 ~ 22:00 24시간

터미널 10:00 ~ 22:00 24시간

표 1. 서울시 지하상가 개방시간 및 관리·운영 주체 현황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모든 지하상가가 상가와 통로의 개방시간은 차이가 있다. 상가의

개방시간은 주로 오전 9~10시부터 오후 10~11시까지였고, 통로의 개

방시간은 주로 오전 5~6시부터 오후 10~12시까지였다. 상가의 개방

시간이 통로의 개방시간보다 항상 짧은 것은 상가가 폐점한 이후 통

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4시간 통로를 개방하는

지하상가는 25군데 중에 11군데(제한된 출구 포함)로 44%를 차지했

다.

또한, 지하상가의 운영·관리의 주체에 따라 운영 및 관리의 범위

에 차이가 있다. 지하상가 운영·관리 주체가 공단직영인 경우는 공

단이 지하보도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

다.62) 그러나 운영·관리의 주체가 수탁법인인 경우는 수탁법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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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 관련된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점포를 제외한 지하보도의 유

지관리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다.63)

3) 감시

지하상가는 보행자와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

어 감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4) 중심성과 연결성

지하상가는 수직으로 지상과 분리된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

결성을 갖기는 어렵다. 이는 외부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내부로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지하상가만의 특이성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또

한, 물리적으로 지상과는 연결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나 인근 건축

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지하

공간의 확장을 계획하기도 한다.64) 그러나 이는 상업시설로서 지하

상가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지하상가의 공공성이 확장되

는 것과는 무관하다.

5) 접근성

지하상가는 주로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지하철역이 있는

지역이나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

는 지역에 설치된다.65)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 중 지

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하상가는 인현, 신당, 마전교, 청계

5·6가, 명동, 소공, 회현, 남대문 쇼핑센터 9군데를 제외한 16군데이

다.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9군데의 지하상가도 모두 지하철역 인

62)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제4조(관리범위)

63)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제21조(관리범위)

64)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65)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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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입지적인 접근성은 매우 우수하다. 또한,

지하상가의 출입구는 지상보도와 연결되는 형태로 보도에서 바로 진

입이 가능하다. 출입구와 연결되는 지상보도의 최소 폭은 5m로 출

입구를 제외하고 3m이상이 되어야한다.66)

6) 시각적 개방성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은 불가능하지만 내부의 보행 통로와 상점

사이의 시각적 개방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점포는 완전히 개방되

어있는 구조이거나 유리창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되어있는 구

조이다. 법적으로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출입문을 미닫이 또는 안여

닫이 구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67) 이는 통로의 보행자를 배

려한 것이다.

7) 통제

서울시설공단은 지하상가에 공단 직원 또는 시설관리용역업체 직

원을 배치하여 잡상인, 걸인, 부랑아, 노숙자 등에 대한 지도 단속,

통행인과 입주상인들에 대합 질서 유지를 관리한다.68) 그러나 이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며,69) 지하상가는 개방시간 내에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8) 상업시설

총 25군데의 지하상가에 2,788개의 점포가 조성되어 있다.70) 통로

66)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

조 및 설치기준)

67)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68)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제5조(현장관리)

69)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제7조(경비), 24조(경비)

70)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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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주체 상가명 점포수(개) 업종

수탁법인

관리상가

(20개)

을지로 216 잡화, 의류, 스포츠의류 등

시청광장 53 사무기기, 의류 등

을지입구 66 사무기기, 의류 등

종각 81 의류, 잡화 등

종오 66 주단, 한복 등

청계5가 45 조화, 잡화 등

청계6가 59 의류, 잡화 등

마전교 32 조화, 신발 등

동대문 62 한복, 이불 등

청량리
(롯데플라자 내

지하통로)

6 잡화

명동 61 안경, 의류 등

소공 150 의류, 토사품 등

명동역 70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회현 225 음반, 의류 등

남대문 99 공예, 안경 등

강남역 212 의류, 화장품 등

잠실역 139 의류, 통신 등

영등포역 80 의류, 통신 등

영등포로터리 133 의류, 잡화 등

영등포시장 77 의류, 잡화 등

공단직영

관리상가

(5개)

인현 26 인쇄 등

신당 98 횟집, 의류, 공방 등

종로4가 112 귀금속, 한복, 액세서리 등

잠실지하광장 15 식음료, 화장품, 의류 등

터미널 620 의류, 조화 등

표 2. 서울시 지하상가 점포 및 업종 현황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를 기준으로 양편에 점포가 조성된다. 이 상업시설은 관리인 또는

수탁자가 상가 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71) 따라서 개인

이나 민간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식적으로 공공영역 내의

사유화가 가능한 공간이다.

9) 프로그램

지하상가 내 점포 입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대부분 상업적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의

71)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4조(점포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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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서울특별시 지

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점포의 용도변경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비상업적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72)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내부화 된 공공영역으로서 지하상가에 대

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 보도의 개방성

지하상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24시간 개방이 가능하다.

지하보행로의 운영·관리의 권한도 공공에게 있으므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도 지하상가는 생활권 내에 입지하

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통제가 약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른 내부화 된 공공영역에 비해 완전한 개방성이 있다.

2) 개방된 사적 공간

지하상가의 점포는 시각적 개방성을 가진 구조로서 보행자에게 개

방적이다. 반면, 점포는 개인에게 임대가 가능한 상업시설로 계획되

어 사적인 점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하상가는 상업시설이 아니더

라도 각 실이 개방성을 갖는 사적 공간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3) 개별 프로그램

지하상가는 3.2장에서 분석한 공공시설인 도서관과 기차역에 비해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용도의 변경

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지하상가는 분리된 개별 공간이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개별적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프로

그램이 있는 공공영역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4) 내부 커뮤니티 형성 및 지역 확장

72) 본 논문의 2.3장에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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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으로 지상과 분리되어 있어 다른 내부화 된 공공영역에 비

해 외부와의 연결성을 갖기 어려운 공간이다. 한편, 외부로 개방적이

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이 내부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

문에 방해 받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커뮤니티

를 형성하기에 좋은 구조이다. 내부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고유

한 특성이 있는 공공영역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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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하상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재생의 관계

본 장에서는 조명래(2011)73)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회복과 도시재생의 관계’에 대하여 정의하고자 한

다.

우선, 도시재생의 범위는 크게 물리적 도시재생과 사회적 도시재

생 2가지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 재생: 노후하고 버려진 도시의 가시적인 물리적 

환경, 시설, 장소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의 도시

재생

· 사회적 재생: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한 도시의 비가시

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능, 활동, 구조, 이를테면 고

용, 교육, 문화, 역사성, 행정, 의식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이재우·이영은, 2010)74)

바람직한 도시재생은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배형태나 정책이 아닌

도시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주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도시의

공공성이란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공공영역이 담당하는 물리적 공공성보다 확대된 의미이다. 공

공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은 가시적인 환경을 개선해주는

물리적 도시재생에서 나아가 사회적 도시재생을 수반할 때 가능하

다. 특히, 지역 내부 구성원과 연계되는 사회적 도시재생이 지속적으

로 도시의 공공성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하상가를 통한 도시재생을 실행할 때에도 지역과 연계

73) 조명래, 「탈신자유주의적 공간과 공공성 |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한국

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 공간과 사회(제37호), 2011.09, p.39-65

74) 조명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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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적 도시재생이 일어날 때 도시의 공공성 회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은 더 많은 지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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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통한 도시재생의 배경

3.1 쇠퇴한 도시와 예술가의 공존

3.2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신당 창작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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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위치 서울시 중구 마장로 87 (서울중앙시장 지하)

운영기관 서울문화재단

개관일 2009년 10월 16일

시설

현황

규모 지하1층 신당지하도상가 폭 11.5m, 총 길이 380m

면적 1,351.65m2 (408.87평, 창작공방 면적만 적용)

구성

구분 면적 실수

창작공방 907m2 39

공용공간 370m2 9

운영사무실 46m2 1

기타(창고 등) 27m2 8

합계 51실(57실에서 병합하여 51실로 사용)

기존

시설형태

지하상가합계 신당 창작아케이드 일반점포

99실 57실 42실

주요프로그램
입주작가 창작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외부사업 기획전시 아트페어 축제 환경개선 참여워크숍 마켓

입주작가현황

(2016년)

도자 금속 섬유 디자인 공예 기타

9명 8명 7명 7명 4명 4명

공방의 규모 4~10평

관리비 월 5,000원/3.3m2

운영 및

관리방식

협동조합을 통한 운영(입주작가는 협동조합 자동가입)

· 조합원 월회비 → 조합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 재단 창작지원금 → 공동프로젝트 사업운영비

· 사업수익 → 입주작가 교육비

※2016년 말, 협동조합 사실상 청산종결

표 3. 신당 창작아케이드 개요
(출처: 2015년도 신당 창작아케이드 사업 결과 보고서 재구성)

■ 신당 창작아케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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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신당 창작아케이드 공간개요
(출처: 서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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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입주

인원

지원

인원
40 131 40

2009

년과

동일

35 209 39

2011

년에

4팀

추가

40 210 41 108 39 124

표 4. 2009~2015년 신당 창작아케이드 입주자 및 지원자 현황
(출처: 2009~2015년도 신당 창작아케이드 사업 결과보고서 재작성)

3.1 쇠퇴한 도시와 예술가의 공존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현재 39개의 개별 작업실이 활발하게 운영되

고 있다.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당 창작아케이드에 매년 100

명 이상의 예술가가 입주지원을 하고, 이 중 39명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입주를 한다. 개관 당시부터 매년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고, 개관 후 7년이 지난 현재도 그 추세가 지

속되는 현상은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크게 2가지의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다

고 파악하였다. 첫째, 서울시에 나타난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

션75)으로 인해 기존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예술가들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이와 더불어 등장한 서울

시의 컬쳐노믹스 전략에 따라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에 창작공간을

지원받아 새로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75)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저렴한 임대료와 작업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도시 내부의 특정 낙후지역을 문화예술 특화지역으로 재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낙후되었던 지역에 독특한 문화예술 공간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

치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적·잠재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개념에서 중

산층을 젠트리의 주체로 보았다면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은 문화예술가를 젠트리

의 주체로 설정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문화예

술 생태계가 밀집되어 있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미래신문,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의 흐름과 사례’,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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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울시 예술가들의 이동현상
(연구자 작성)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의 흐름에 따라 예술가들의 이동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1960~70년대에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사회학, 연극

문화가 발달하였고, 1970~80년대 사이에는 신촌을 중심으로 언더그

라운드 문화가 발달하였다. 1980~90년대를 기점으로 홍대에 인디문

화가 발달하며 홍대는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거점이 되었다. 예

술가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인적 네트워크 등의 장점을 지닌 홍대 인

근 지역에 작업실을 두고 모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홍대 앞’은 문

화예술성을 기반으로 한 특유의 장소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었다. 홍대 인근 지역의 방문객 증가는

상업화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은 이 지역을 떠나 홍대 외곽 지역인 연남동, 상수동, 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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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76) 이와 같은 변화는 예술·창작 관련 사업

체 종사자(즉 예술인)의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서교동은 예술인 수가

2006년 282명에서 2010년 1564명으로 급증하였다가 2014년 1078명

으로 감소하였다. 연남동의 경우에는 2006년 33명이었다가 2010년

136명으로 급증하였고 2014년 12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상수동을 포함한 서강동은 2006년에 0명이었다가 2010년 74명,

2014년 1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서교동에서는 2010년

에서 2014년 사이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떠나 점차 서교동의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77) 2000년 이후 같은

현상의 반복으로 이 지역의 임대료도 오르게 되자 예술가들은 망원

동과 한강 이남의 문래동까지 밀려났다.78)

특히, 문래동은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이동현상을 보

이던 중에 기존 산업이 쇠퇴한 이 지역에 모여들어 자생적으로 예술

촌을 형성한 사례이다. 문래동은 기존에 800개 이상의 철재상이 모

여있는 동네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전후로 철재상들이 경기도 공단

과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점차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 철재상가 2층과 3층에 있는 빈 사무실

에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예술가들은 저렴한 임대료

를 찾아 꾸준히 문래동으로 모여 들었고, 이곳은 2007년부터 창작촌

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곳은 3.3㎡당 월세 1만 원을 내면 작

업실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술가들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현재 100개의 작업실에 250명 이상의 예술가가 모인 자생적

예술촌이 형성되었고, 회화, 조각, 디자인, 무용, 마임, 거리 연극, 미

술비평, 문화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모여 있다.79) 문래동

76) 도시미래신문,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의 흐름과 사례’, 2015.11.23

77) 2014년 서울시 사업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도시 및

지역계획학) 작성, ‘창작공간 공급자·예술인에 인센티브 주고 지역사회 환원토록 해야’,

2016.11.24.

78) ‘창작공간 공급자·예술인에 인센티브 주고 지역사회 환원토록 해야’, 2016.11.24

79) 주간경향 기사, ‘문래동 예술촌 재개발로 사라지나’, 20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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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문래예술촌의 풍경
(출처: http://cfile4.uf.tistory.com)

그림 14. 문래예술촌의 풍경
(출처: http://blog.daum.net)

역시 한 때 서울시의 재개발 대상지로 언급이 되었고, 이 시기에 예

술가들은 또 다시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이동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개발 계획은 무산되었고, 다행

히 현재는 문래동 예술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서울시에서

도 이곳의 특색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돕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문래동이 창작촌의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년만인

2008년에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으로 도시 곳곳의 유휴시설 및 빈 공

간으로 남은 공장, 창고, 폐교 등의 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재생하

는 ‘아트팩토리’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문래예술촌의 형

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불가피하게 형

성된 예술촌이 쇠락한 동네에 불러일으킨 예술적 분위기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정책을 이끌어 내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8년 4월 15일, 서울시는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컬처노믹스80)

전략을 바탕으로 한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서

울시는 해당 마스터플랜을 문화 지도로 삼아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창작발신지로 재생’, ‘유구한 역사복원’,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 ‘문화특화지역 육성’ 등의 10대 핵심과제를 골격으로 창의문

화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본 정책 하에 있는 ‘유휴

80) Culturenomics의 뜻은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

다.”이다. 서울특별시 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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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지 현황 개관일 기존시설형태

금천예술공장

대지: 2,358m2

연면적: 3,070m2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창고

위치: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09.10.7
대규모

인쇄공장

신당창작

아케이드

연면적: 5,057m2

규모: 지하상가 점포 51개

위치: 중구 마장로 87

‘09.10.16
재래시장

지하상가

연희문학

창작촌

대지: 6,915m2

연면적: 1,480.15m2

규모: 지하1층, 지상1층(1~4동), 4개동,

산책로, 야외데크

위치: 서대문구 증가로 2길 6-7

‘09.11.5

서울의 역사

등을 연구 및

집필하는

시사편찬위원

회

문래

예술공장

대지: 1,017m2

연면적: 2,832.40m2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위치: 영등포구 경인로 88길 5-4

‘10.1.28 철공소

시설을 문화 예술의 창의 발신지로 재생’ 사업에 따라 아트팩토리와

창작아케이드 조성이 계획되기 시작하였다.81)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함으로써 구도심을 문화적으로 재생시키

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의 문화, 환경, 교육,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 사업의 시행 방법은 유휴공간청사,

공장이적지,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등 낙후된 지역에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

당 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홍은예술창작센터, 관악 어린이 창작놀이터 총 8개의 창작공간이 계

획되었다.82) 서울시는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

하는 11개의 창작공간을 ‘표5’와 같이 조성하였다.

81) 서울특별시 문화국 홈페이지

82) 서울특별시, 『창의문화도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방안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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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무용센터

대지: 4,831m2

연면적: 2,044.14m2

규모: 지상1~2층

위치: 서대문구 명지2길 14

‘11.05.11
서부도로

교통사업소

잠실창작

스튜디오

연면적: 406.5m2

규모: 지상1층

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운동장 내

‘07.10.5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서울연극센터

연면적: 593.92m2

규모: 지상3층

위치: 종로구 대명길 3

‘07.11.10 혜화동사무소

서교예술

실험센터

대지: 416.9m2

연면적: 551.56m2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위치: 마포구 잔다리로 6길 33

‘09.6.19

주민 지원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교동사무소

서울예술

치유허브

대지: 787m2

연면적: 1,997.8m2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위치: 성북구 회기로 1길 17

‘10.7.28 성북구보건소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대지: 308.8m2

연면적: 403.17m2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위치: 관악구 은천로 10길 3

‘10.12.17 은천동사무소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대지: 17,833m2

연면적: 3,024m2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710

‘15.4.24 구의취수장

표 5. 서울시 창작공간 현황
(출처: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창작공간의 비전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커

뮤니티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문화 향유를 증진시키는 것, 지

역거점형 민관 거버넌스가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는 것

3가지이다.83)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예술 활동의 거점 공간을 떠나

83)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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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신당 창작아케이드 조성전 운영되지 
않는 상점의 모습

(출처: 네이버 정책공감 블로그)

그림 16. 신당 창작아케이드 조성전 운영되는 
상점의 모습

(출처: 네이버 정책공감 블로그)

이동하던 예술가들은 문래예술촌 이후 서울시에서 제안한 창작공간

에 입주하면서 서울의 다양한 동네로 분산되었다.(그림12)

쇠퇴한 도시와 예술가가 공존하는 방식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기

법이 활성화 되었고, 신당 창작아케이드 역시 이러한 배경 하에 등

장하였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신당 지하상가의 점포 99개 가운데 52곳이

문을 닫아 그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유휴시설에 개인 창작공방을

개설한 프로젝트이다.84) 신당 지하상가는 서울중앙시장 지하에 위치

해있는 국내 최초의 민자형 지하상가이다. 서울중앙시장(구 성동중

84)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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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시장)의 노점상 상인들이 시장의 소방도로 확보에 따라 일터를 잃

게 되자 공사비를 직접 출자하여 만들었다. 1971년에 오픈한 이후

한복과 이불, 수입식료품, 양장점 등 주로 포목점 위주로 크게 번영

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 소비시장에 본격적으로 백화점이 등장하

며 재래시장이 쇠퇴하였고, 1997년 IMF사태와 이후 대형 할인마트

의 등장으로 신당 지하상가는 계속해서 쇠퇴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

시설공단은 신당 지하상가에 민자 유치를 통해 상권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85)

그러던 중 2008년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사업 하

에 쇠퇴한 신당 지하상가 내부에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조성되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예술가 창작 지원”과 “지역 재생”이라는 2가

지 미션을 가지고 2009년 개관하였다.86)

85) 신당 창작아케이드 홈페이지 참고

86)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 46 -

그림 17. 양곡 판매를 하던 서울 중앙시장의 
모습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18. 현대화를 추진한 서울 중앙시장의 
모습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2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신당 창작아케이드

3.2.1 황학동의 지역적 특색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황학동 119번지 서울 중앙시장 지하에 위치

해있다. 황학동은 서울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황학동 만물시장, 황학

동 주방거리로 이루어진 전통시장의 특색이 강한 동네이다.

황학동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 중앙시장은 1945년 해방 후 성동 시

장87)으로 개설되어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시장의 규모를 자랑했다.

1950년대의 주요 거래품목은 쌀로 1953년 서울 시민이 소비하는 양

곡의 약 70% 이상을 중앙시장에서 거래하였다. 1970년대까지도 지

속적으로 양곡 및 채소를 거래했다. 그러나 1980년대 양곡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마장로를 기준으로 건너편에 형성되었던 주방기구

와 가구를 판매하는 점포가 호황을 이루자 중앙시장의 판매 품목이

양곡에서 가구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대형 할인마트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가 일어나 중앙시장의

상권이 눈에 띄게 쇠퇴하였다. 2004년에는 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

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88)

87) 당시는 성동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88)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서울중앙시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0827&cid=51381&categoryId=5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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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황학동 만물시장의 모습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20. 황학동 주방거리의 모습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21. 중고 가구를 판매하는 골목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황학동 중앙시장의 주변부에 위

치해 있었던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의 고물상

이나 노점을 하며 생계를 도모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9년 이

후, 차도가 생기면서 주변에 노점

상이 생겨나고 각종 중고물품들을

판매하며 시장을 형성하였다. 초기

에는 조선시대 미술품과 골동품 등 고급 물품들을 취급하였으나 점

차 각종 공구류와 기계류, 전자부품, 생활기기 등의 중고물품을 판매

하는 시장으로 변화하였다. 청계천 복원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이후 황학동 지역의 시장 상권 자체가 쇠퇴하였지만 황학동 만물시

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는 일상에서 사라져 더 이상 찾

기 어려운 물건들을 판매하는 황학동 만물시장만의 특색이 형성되었

기 때문이었다.89)

황학동에서 현재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황학동 주방거리는 1987년

부터 주방거리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현재 위치에 기존에도 다양

한 상점들이 있었으나 마장로 개통이후 그릇과 주방기구를 만드는

89)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황학동시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6661&cid=40942&categoryId=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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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황학동 사업분류별 사업체수
(2007~2014년 서울시 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방향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1990년대 국내 외식 문화가 발달로 주

방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주방거리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마장

로를 넘어 중앙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중앙시장의 양곡 점포가 가구

점포로 다수 전환되었다. 2003년에는 서울시 주방기구·가구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관광특구의 지정이 논의되는 등 해당 지역을 특

성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현재도 전국의 주방 관련 물품

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시장에서 특화 되어 있는 장소이

다.90)

이처럼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위치해 있는 황학동은 여전히 다양한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적 특색을 갖는다. 황학동

의 사업분류별 사업체수 통계에서도 전통시장의 지역적 특색이 드러

난다. ‘그림22’를 통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G)’이 가

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C)과 숙박 및 음식점업(I)가 많은 것을 뚜

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분류별 사업체수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시장의 특색이

90)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서울중앙시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0827&cid=51381&categoryId=5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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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구, 황학동, 신당동 사업체별 창설년도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24. 중구, 황학동, 신당동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황학동의 사업체 창설년도와 대표자

연령대 통계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는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사업체

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학동이 속해있는 중구와 황학동에 근접한 주변 지역인 신당동을

비교해보았다. 중구는 구도심의 특징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1990년대

와 그 이전에 창설된 사업체가 20%이다. 황학동은 같은 시기에 창

설된 사업체가 26%로 중구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반면 신당

동은 같은 시기에 창설된 사업체가 8%이고 2010년 이후에 창설된

사업체가 60%로 황학동에 비해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사업체가 적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황학동은 근접 지역의 사업체 변화에

도 불구하고 중구 지역 중에서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사업체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중구는 40대

까지의 대표자가 45%이고 50대 이상의 대표자가 55%로 50대 이상

의 대표자 비율이 더 높다. 황학동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50대 이상의 대표자가 64%로 중구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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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황학동 연령대별 인구분포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히 높은 비율이다. 반면 신당동은 40대까지의 대표자가 59%이고 50

대 이상의 대표자가 41%로 40대까지의 젊은 대표자 비율이 더 높

다. 즉 황학동은 중구 지역 중에서도 50대 이상의 사업체 대표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황학동을 유지하는 전체 인

구도 50대 이상이 많을 것인가. ‘그림

2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49세의 인

구가 52%로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의 비

율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50세 이상의

인구는 36%로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한

다. 그러므로 황학동은 50세 이상의 대

표자가 운영하는 1990년대 이전의 사업

체가 많은 지역이기는 하나 전체 인구는 20~40대의 비율이 반 이상

으로 고령화가 발생한 지역은 아니다.

이처럼 황학동은 오래 전부터 전통시장의 특색이 있는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도 그 흐름이 이어진다. 주변의 근접 지역은 시대에

따라 현대화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지라도 황학동은 이곳 특유의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전통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도시 자체가 노령화 된 지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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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연계되는 지역적 특색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서울중앙시장의 지하에 위치해있다. 3.2.1절

에서 서술했듯이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속해있는 황학동은 서울중앙

시장을 비롯하여 오래된 시장이 많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색이 뚜렷하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조성 당시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

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큰

취지 아래에 구상이 되었다.

1) 전통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되 전통시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보자

2) 시장과 잘 어울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장의 분위기

를 젊고 활기차게 유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보

자91)

또한,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인공방으로 선

정한 이유도 시장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예술의 여러 장르 중 대중과 비교적 친밀하면서도 생활

예술의 성격이 강해 시장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이 ‘공예’라고 판

단하여 이를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프로그램으로 결정하였다.92)

91) 오민근, 서진영, 『서울, 문화를 품다』, 2010

92) 오민근, 서진영, 『서울, 문화를 품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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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황학동 주변의 시장과 재개발 구역
(연구자 작성)

황학동의 지역적 특색은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프로그램 설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신당 창작아케이

드가 조성된 이후에 활성화 되게 된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먼저,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위치해있는 황학동과 그 주변 지역에

는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려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

이 있다. 황학동과 인접한 왕십리와 신당 지역은 이미 재개발 계획

이 추진되었고 현재 곳곳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황학동의

동쪽으로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남쪽으로는 신

당 10구역, 신당 11구역 등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서울의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사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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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서울시는 황학동과 그 서쪽의 동대문 일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역적 특색을 유지하면서 활성화 시키려는 방향을 설정하였

다. 신당 창작아케이드 주변에는 황학동 주방거리, 중앙시장 가구거

리, 황학동 골동품거리, 동대문 패션거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동

대문 패션거리 등 6개의 특성화 된 거리가 있다. 또한, 청계천을 지

나면 서울 풍물시장, 신설 종합시장, 동묘 벼룩시장이 위치해 있어

이곳 역시 오래된 시장들이 유지되고 있다.

동대문 중앙시장과 DDP 주변의 신흥 패션 상가를 중심으로 명명

된 ‘동대문 패션거리’ 인근지역은 2002년 5월에 ‘동대문 패션타운 관

광특구’로 지정되었다.93) 이러한 흐름을 황학동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2008년과 2010년에 지속적으로 황학동을 주방기구·가구거리 관광특

구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94)

이는 기존의 전통시장을 관광지로 변화시켜 그 특색을 유지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현대에는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 전통시장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비활동이 왕성해 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시장이 근본적인 속성만으로는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

문에 전통시장의 고유한 분위기를 통해 관광지의 속성을 추가시키는

것이다. 이제 시장은 소비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다. 그렇

기 때문에 주변의 재개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학동 자체는 계속해

서 기존의 특색을 유지하며 특성화 될 수 있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려 조성하였다고 해도

그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고

유한 특색이 점차 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신당 창작아케이드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는 시

차원의 노력은 신당 창작아케이드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93) 중구청 홈페이지

94) 머니투데이 기사, ‘서울 명동·동대문 관광특구 대폭 확대’, 2008.12.09.

연합뉴스 기사, ‘청계천변·황학동 관광특구화 추진’,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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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서울중앙시장 내에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
(연구자 작성)

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서울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지로 선정

되었다. 서울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서

울시, 중구가 주최하여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

는 사업이다.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발굴하여 이를 시장과 연계해

관광, 문화가 있는 시장을 만들어 더 많은 고객이 시장을 찾도록 하

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95) 서울중앙시장의 지하에서는 이미 문화·예

술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시 차원의 사업이 더해지면서 신

당 창작아케이드와 더욱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

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해당사업의 자생력강화 방안으로 가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시장 주변으로는 황

학동 가구거리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이는 황학동의 고유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가구거리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가

95) 서울중앙시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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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신당 창작아케이드 인근의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 소요시간
(연구자 작성)

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앙시장

내부에 어울쉼터, 청년꿈다방, 쑥덕쑥덕사랑방 3군데 장소에서 진행

이 된다.

이는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내부 프로그램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도 중앙시장의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과 같

은 취지로 예술가들의 전문성을 살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체험공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당 창작아케이드

와 서울중앙시장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생겼다.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우수한 입지적 특성도 이곳이 활성화 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당 창작아

케이드는 구도심인 중구 지역에 해당하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다. 2호선 신당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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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서울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신당 창작아케이드 출입구
(연구자 작성)

도보로 이동하였을 때에 5분 이내에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모든 출입

구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1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동묘앞역에서

도 도보로 5~10분 사이에 신당 창작아케이드에 도착이 가능하다. 동

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중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호

선)에서도 도보로 15분 이내에 신당 창작아케이드에 도착할 수 있

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이처럼 1·2·4·6호선 지하철역에서 모두 도

보로 15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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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신당 창작아케이드 출입구가 중앙시장 내에 위치

해있어 신당역에서부터 걸어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거

쳐서 진입하게 된다. 중앙시장 내에는 총 9개(5번~13번)의 출입구가

50m 내외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중앙시장 내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한쪽 방향을 따라 걸어도 50m마다 마주치게

되는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간판도 일관성을 갖추어 직관적으로 인지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연계되는 지역적 특색은 다음

과 같다.

· 황학동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의 특색을 활성화 시키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 있다. 전통시장이 기존 소비 기능 이외에 관광지

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중앙시장 내 체험공방이 조성되었다. (2015년에 조성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연계 활용이 기대된다.)

· 지하철역과 근접하게 위치해있어 입지적 장점이 있다.

· 지상의 중앙시장 내에 지하상가의 출입구가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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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중앙시장에서 지하상가 출입구로 연결되는 부분 단면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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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상과 지하에 상점과 공방이 공존하는 부분 단면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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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하상가에서 신당 창작아케이드로 진입하는 부분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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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통한 물리적 도시재생

4.1 지상 환경개선

4.2 지하상가 환경개선

4.3 지역과 연계된 물리적 도시재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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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공미술 지역축제<황학동별곡>

개선영역 황학동 중앙시장 지하상가 중앙시장 지하상가

2009년

시장골목

살리기 점포꾸미기

설치미술

2010년
지상골목

꾸미기

공용공간

조성

책가도

상가꾸미기

2011년
지상골목

꾸미기

복도꾸미기

점포꾸미기

2012년

얼굴걸고

판다 신당동

물고기날다등공예

프로젝트

2013년 설치미술

2014년

설치미술

어울쉼터

꾸미기

2015년
점포꾸미기

간판 나눔

표 6. 지역 환경 개선 관련 프로그램
(2009~2015년 신당 창작아케이드 사업 결과 보고서 재구성)

■ 물리적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창작지원금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황학동별곡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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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작아케이드는 매년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예술가의 창작

공방 이상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당 창작아

케이드가 “예술가의 창작지원”과 “지역재생”의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조성이 된 만큼 지역재생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표

6’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당 창작아케이드에서 운영한 사업 중

물리적 도시재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나열한 것이다. 물리적 도시

재생은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위치해있는 황학동 지역 전반에서부터

중앙시장, 지하상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관 당시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당 창작아케이드 운영 초기

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중앙시장 중심의 지역 축제인 <황학동 별곡>을 개최하

면서 신당 창작아케이드 운영 사업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기존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황학동 별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축제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15년

까지 모두 <황학동 별곡>을 통하여 중앙시장과 지하상가의 환경 개

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재생의 초점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지역축제로 이동하면서 황학동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보다는 중앙시

장과 지하상가 위주의 환경 개선이 진행되었다.

지역 환경 개선의 방법도 다양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이 골목 꾸미기, 시장에 설치미술, 지하상가 꾸미기, 간판 나눔의 다

섯 가지 방식 내에서 진행되었다. 중앙시장 내에 상인과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한 <어울쉼터96) 꾸미기>는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그

램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창작지원금을 받아 진행 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96) 어울쉼터는 본 연구의 3.2.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시민들의 휴게 공간보다는

가구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마저

도 자주 진행되지 않아 주로 폐쇄되어 있고 화장실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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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작아케이드를 통한 물리적 도시재생은 대부분 기존의 도시

환경과 연계되어 진행이 되었다. 즉,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이미 존재

하고 있는 지역적 요인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물리적 도

시재생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각 프로그램을 자세히 분석하여 여기

에 활용 된 지역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물리적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중에 중앙시장을 포함한 지상의

환경을 개선한 프로그램과 지하상가의 환경을 개선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그 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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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골목, 누빔 1> 프로젝트 조성 전(왼쪽), 후(오른쪽)
(출처: 신당 창작아케이드)

4.1 지상 환경개선

지상 환경개선의 대상은 크게 황학동의 전반적인 지역과 중앙시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황학동과 관련한 지상의 환경개선은 <골

목꾸미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0년에 이루어진 <지상골목꾸미기>는 하반기 공공미술 프로젝

트로 추진되었다. 황학동 일대를 공공미술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거

주자가 직접 마을을 조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입주작가 1인과

황학동 지역아동 8인이 참여하여 황학동 마장로 9길 1-10 외부 벽

1개소에 진행이 되었다.97)

2011년에 이루어진 <골목, 누빔> 프로젝트는 2010년의 골목꾸미

기 프로젝트가 확장된 것이다. 입주작가들과 지역아동이 함께하는

<골목, 누빔 1>이 2회 진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경원대학교 회화과

학생들이 참여한 <골목, 누빔 2>가 1회 진행되었다. <골목, 누빔

1>은 총 7명의 입주작가와 238명의 지역아동이 참여하여 황학동 일

대의 주거지역 골목 환경을 개선하였다.98)

97) 서울문화재단, 『신당 창작아케이드 2010년도 사업 결과보고』

98) 서울문화재단, 『신당 창작아케이드 2011년도 사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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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0년부터 완성한 15개의 골목꾸미기 장소
(해당 프로그램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2010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행된 지역 골목꾸미기를 통해

‘그림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1년까지 총 15개의 골목의 환경이

개선되었다. 물론, 개선된 부분이 미미하여 황학동을 지나는 일반 시

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긍정적

인 변화였다.

황학동은 노후화 된 건물이 많으나 전통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재개발 지역은 아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업체가 유지되기에는 좋은

환경이나 거주지로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에

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골목길이 남아있어 오래된 동네의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여전히 8m*7m 정도 규모의 작은 건물이 즐비하고, 좁

은 길을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벽을 만든다. 그렇기 때



- 67 -

그림 35. 신당 창작아케이드 출입구
(출처: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

문에 골목꾸미기 프로젝트는 기존의 환경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이 장소의 특색을 살려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로는 2009년에 진행된 <시장

골목 살리기>와 <한지조명 설치미술>을 진행하였고, 2012년에 황학

동축제 준비 프로젝트로 <얼굴걸고 판다>와 <등공예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후 황학동별곡 축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2013년에는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 100개를 시장 천장에 매달아놓는

설치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14년에도 황학동별곡 축제의 일

환으로 앞치마 400개를 역시 시장 천장에 매달아놓는 설치미술 프로

젝트를 진행하였고, 예술가들과 기업의 새로운 협업 방식으로 <어울

쉼터 꾸미기>가 진행되었다. 골목꾸미기가 이루어진 2010년과 2011

년에는 중앙시장을 위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없었는데, 이는 매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대상을 특정 장소로 지정하여 이곳에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9년에 진행된 <시장

골목 살리기>는 신당 창

작아케이드의 개관을 준

비하며 신당지하상가를

포함한 중앙시장과 연결

되는 부분의 노후화 된

시설을 다시 디자인 한

것이다. 중앙시장과 관련

해서는 주로 지하상가 출입구 부분의 간판 디자인이 이루어졌고, 중

앙시장 출입구의 간판도 새롭게 디자인 되었다.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중앙시장의 인지성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3.2.2장에서 서술했듯이 기존 신당

지하상가의 출입구의 대부분이 중앙시장 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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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앙시장 천장 프레임을
이용한 설치미술

(출처: 서울문화재단)

그림 37. <얼굴걸고 판다> 간판
(출처: 신당 창작아케이드)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출입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중앙시장의 분위

기도 개선이 될 수 있었다.

2009, 2012, 2013, 2014년에 각각 1회

씩 이루어진 한지조명, 등공예, 수필,

앞치마 설치미술은 중앙시장이 현대화

를 진행하며 설치한 천장 구조물을 이

용한 전시였다. 천막을 지지하는 프레

임 형태의 천장 구조물은 이벤트성의

설치미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의

환경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한

예술작품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

접한 일상적 장소에 활기를 불어넣었

다.

2012년에 진행된 <얼굴걸고 판다>

는 재능기부가 가능한 외부 예술가 다

수가 모여 중앙시장 노점의 상호를 함

께 짓고 간판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이는 지상의 환경개선을 위

해 진행 된 프로젝트 중에 <황학동 별

곡-100인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예술

가와 지역시민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

하게 되는 프로젝트였다. 예술가와 중

앙시장 노점상인은 1:1로 매칭이 되었

고, 인터뷰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 간

판을 제작할 수 있었다. 총 173명의 외

부작가가 참여하였고, 노점 8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99)

99) 서울문화재단, 『신당 창작아케이드 2012년 사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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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장의 노점 상인들은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장사

를 해 온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상인들

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

이 대형 할인마트와 비교했을 때에 시장 상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강

점이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이와 같은 시장 노점상의 강점을 예술

을 통해 환기시켜 주었다. 즉, 침체되어 있는 기존의 환경에서 강점

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다.

또한, ‘간판’과 같이 일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

가 있는 부분을 찾아냈고, 이로써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

로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미술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지역시민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를 맺음으

로써 ‘각각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공미술의 소재가 되었다. 이로써

일반 시민들에게도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친밀한 관계와 ‘간판’과 같은 일상적인 매개체가 더해져서

상인들은 ‘예술’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친근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

는 신당 창작아케이드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

킬 수 있고, 추후에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상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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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황학동의 규모
(연구자 작성)

이렇게 지역과 연계된 물리적 도시재생의 장점으로 작용한 지역적

인 특색이 있다. 바로 황학동의 ‘작은 규모’이다. 황학동은 규모가 작

기 때문에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더욱 친밀한

느낌을 부여한다. 황학동은 가로 650m, 세로 680m로 도보로 10분

정도씩 걸리는 작은 규모이다. 중앙시장의 출입구와 닿아 있는 신당

역에서 출발하면 15분 이내에 모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 <골목길

꾸미기>는 황학동의 어린이들과 함께하였고, <얼굴걸고 판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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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상인과 함께 진행이 되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

구든지 조금만 걸어도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작은 동네에서 개선 된 환경은 다른 지역민들에게 더욱 쉽게 인지될

수 있다.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결과가 다른 지역민들에

게 자주 노출되면 결과물에 대해 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개별적인 결과물이라기보다 지역공동체의 변화로 받

아들일 수 있게 된다.

물리적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방향은 기존 도시 구조에서 개선의

여지를 찾아 변화를 주는 공공미술 방식이었다. 이는 소극적으로 보

일 수도 있으나 작은 변화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개

선방식이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도시재생은 지역민들과 예술가의

개인적인 교류가 일어날 때 가능하였다. <황학동별곡-100인의 이야

기>와 <얼굴걸고 판다>와 같이 예술가가 지역 시민들과 관계를 형

성하고 진행 된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참여가 직접적인 결과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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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3번 입구 쪽 회마트 그림 40. 창작공방과 상점의 공존

4.2 지하상가의 환경 개선

4.2.1 창작공방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

신당 지하상가는 98개의 점포 중에서 52개의 문을 닫은 빈 점포를

40개의 창작공방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초기에는 창작공방 39실, 아트

마켓 1실, 전시실 3실, 전시준비실 1실, 입주작가 커뮤니티실 1실, 시

민체험공방 1실, 공동작업장 2실, 운영사무실 1실, 창고 2실 총 51실

을 주요시설로 사용하였다.100)

이처럼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상가와 창작공방이 공존하는 장소이

다.(그림39, 40)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던 신당지하상

가는 창작공방 부분의 운영·관리를 서울문화재단에 맡겼다.101) 하나

의 지하상가를 서울시 소속의 2개의 공공기관에서 나누어 운영·관리

를 하게 된 것이다.(그림41)

이렇게 운영·관리의 주체가 나누어지면서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개

방시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신당 지하상가 개방시간은 오

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통로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였다. 그러나 창작공방이 들어서면서 입주작가를 위한 24시

100)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101)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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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신당 창작아케이드 운영·관리 주체
(서울문화재단 제공 맵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42. 공간별 개방시간 비교
(연구자 작성)

간 개방시스템을 도입했다.102) 개관 초기에는 서울시설공단의 기존

관리 시스템에 맞추어 제한이 되었다.

그러나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작가 레

지던스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입주작가

에게만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여전히 신당 지하상가는 오후 10시에

문을 닫고 그 이후에는 입주 작가들에 한해서 특정 출구 한 군데로

출입을 허용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출구에 24시간 서울시설

공단의 관리인이 상주한다.103) ‘그림42’와 같이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시민들 보다는 오히려 작가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다. 신당 지

하상가와 비교하여 시민들이 지하상가 자체에서 느끼는 개방성은 변

화가 없다.

102)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103) 신당 창작아케이드 운영사무실 황현정 대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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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커뮤니티실그림 43. 아트마켓

공방은 개인 혹은 팀당 전용면적 4~10평 규모의 1실이 제공된다.

1평당 월 5,000원의 관리비를 내고 사용이 가능하며 각 공방 안에는

작은 싱크대까지 마련이 되어있다.

작가들은 개인공방 뿐 아니라 공동작업실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

동작업장의 경우 주로 도자 공예를 위한 전기가마와 물레부터 기타

작업을 위한 드릴, 그라인더, 콤프레셔, 집진기, 커터기 등 다양한 장

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사진실에 전문적인 조명 장비들이 마련되

어 있어 작가들의 작품 촬영이 가능하다.104) 이처럼 작가들에게는

개인이 구매하거나 작업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장비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는 공간은 창작공방의 중심에 위

치하는 아트마켓과 커뮤니티실이다. 아트마켓은 입주작가의 아트상

품을 전시하며 판매하는 공간으로 개방된 영역이다.(그림43) 커뮤니

티실은 원래 입주작가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으로 작가들이 대여를

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다.(그림44)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체험 프로그램은 작가의 개인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커뮤니티실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초기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시민체험공방이 1군데 있었으

104)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와 현장 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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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시각적으로 폐쇄적인 공방 그림 47.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공방

그림 45. 이전에 시민체험공방 공간

나 현재는 작가들에게 더 많은 공

방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설이 작

가공방으로 변경되면서 사라졌

다.105)(그림45)

공방의 전면은 모두 유리로 되

어 있어 시각적 개방감을 갖도록

조성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예술가의 작품 뿐 아니라 제작 과

정과 환경이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작가들이 공방을 개방하는 방식은 다소 소극적이다.

대부분의 공방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 작가의 필요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다. 입주계약에 개방의무조항이 있어 작가들도 작업

환경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운영하는 재단에서도 개방된 공

간을 유지하기를 권유한다. 하지만 작가들이 재실 해 있지 않을 경

우에는 주로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고, 재실 해 있는 경우일지라도

폐쇄적인 환경을 원하는 때에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다. 재단 측에

서 제안하는 개방의무조항은 폐쇄적인 작업 공간으로 인해 지하상가

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상인들의 장

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106)

105)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위의 인터뷰 참고

106) 위의 인터뷰와 현장 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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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개방이 의무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작가들의 자율적인 이용

행태에 맡겨지는 부분이 크다. 사적 공간은 시간에 따라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그림46, 47) 공방은 물리적으로

는 더욱 통제되어 있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리모델링 시에는 공방의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적극적인 개방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리모델링을 통해 신당지하상가 내부에 줄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

았다. 오래 된 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 깨끗하고 깔끔하게 바꾸는

수준의 변화였다. 그러나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이 있

다. 창작공방이 조성되면서 공방과 공용공간이 구분되었고, 이를 통

해 지하상가 내부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위계가 변화된 것이다.

기존 지하상가는 점포와 복도로 구분되는 것에 따라 사적영역과 공

적영역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후에는 공적영역인 운영사무

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커뮤니티실, 아트마켓)을 지하상가

의 중심에 두었다. 그래서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찾아오는 일반 시민

들은 대부분 지하상가의 중심 공간을 목적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물

리적인 공간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재

배치를 통해 기존 지하상가와는 다른 동선으로 시민들을 유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이 주

출입구인 12, 13번 출구를 이용했을 경우 전체의 반에 해당하는 창

작공방과 시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그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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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신당 창작아케이드 배치현황 및 동선 다이어그램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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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이전 리모델링 이후

사용자 상인, 시민 상인, 시민, 입주작가

운영주체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문화재단

개방시간
상가: 9시~22시

통로: 7시~24시

상가: 9시~22시

통로: 7시~24시

공방: 24시간 개방

개선된 환경

항목 리모델링 전·후 변화

시민들에 대한 개방성 같음

쾌적성 쾌적성 상승

시각적 개방감
시각적 개방감 상승

(유지·관리의 문제)

공적/사적영역 변화
실의 일부

공용공간으로 활용

동선 변화 방문객을 중앙으로 유도

표 7. 창작공방 리모델링 전·후 변화
(연구자 작성)

이를 정리하면, 창작공방 리모델링 이전과 이후의 지하상가 환경

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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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공공영역(아트마켓과 커뮤니티실) 평면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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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점포꾸미기 결과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 모습

4.2.2 프로그램을 통한 환경개선

신당 창작아케이드 개관 이후 지하상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점포꾸미기>가 진행되었고, 2010년에는 <공용공간 조성>, <책가

도>, <상가꾸미기>가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복도꾸미기>와 <점

포꾸미기>가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황학동별곡>의 사전준비로

<신당동 물고기날다>가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회식로

드 새단장 프로젝트>와 <시장이 산다>의 일부로 회센터 점포꾸미

기와 간판 나눔이 진행되었다.

2009년~2011년까지 꾸준히 매

년 진행되었던 <점포(상가)꾸미

기>는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지

하상가를 공유하는 기존 점포의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존 점포의 전면공간 디자인에

서부터 간판과 메뉴판 심지어는

식기에 이르기까지 점포의 전반

적인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다.

(그림50) 이러한 방법 역시 기존의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에서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상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였다.

2010년에 진행된 <공용공간 조성>과 2011년에 진행된 <복도꾸미

기>는 지하상가의 공공영역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였다. 두 개의 프로

젝트 모두 예술가들의 참여 뿐 아니라 지역시민 혹은 상인들의 참여

를 통해 진행이 되었다. 단순히 예술가들의 자원봉사로 공공영역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 체험을 통한 결과물로 지하

상가의 환경을 개선하였다.

2010년에 진행된 <책가도>는 지하상가 내 시민들을 위한 공공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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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신당 창작아케이드 내 도서관

로그램을 배치하는 프로젝트였다.

지하상가 내 복도공간에 작은 도

서관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

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공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 <책가

도>의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현재 이 부분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진다. 이는 창작공방의 특성

이 있는 신당 창작아케이드 내의 공용공간을 창작공방의 특성과 관

계가 없는 도서관으로 조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당 창작아케

이드를 찾아오는 시민들은 대부분 창작공방에 대한 기대를 품고 찾

아오는 외부인이거나 체험공방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 혹인 일반 시

민들이다. 따라서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는 공

공공간의 조성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지역 환경과 예술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도시재

생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지하상가의 환경 개선 역시 기존의

환경에서 개선의 여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

하게 연관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었다. 또한, 지상과 지하 공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동

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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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과 연계된 물리적 도시재생 기법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통한 물리적 도시재생 기법은 지역과 연계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도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였다. 이는 물리적 도

시재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된 부분이다.

· 근접한 영역의 인지성을 함께 개선하였다. 특히 신당 창작아케이

드 초기에 인지성 확보를 위해 실행하였다.

· 지상과 지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지상과 지하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한다.

· 지역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상 공간에 일시적인 공공미술을

구현했다. 이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환기를 주는 방법이다.

· 지역 시민들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

다. 일시적인 이벤트 뿐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민

의 실제적인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 예술가와 지역 시민의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시민의 이야기

를 공공미술의 소재로 삼았다. 일시적이거나 일상적인 환경 개선의

소재 모두 지역 시민과 관련한 것을 설정하여 친근함을 부여하였다.

· 지하상가의 경우, 기존 점포에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재배치하였

다. 주출입구에서 공공영역까지 도달하는 시민들의 동선이 길어지도

록 배치하였다. 지하상가의 공공영역에 도달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

작가들의 창작 과정이 노출되는 횟수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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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통한 사회적 도시재생

5.1 일반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5.2 지역 축제 프로그램

5.3 지역과 연계된 사회적 도시재생 기법



- 84 -

예술교육 아트마켓 지역축제

대상 일반시민 지역공동체 일반시민 시민 및 지역

2009년 무료체험 체험이벤트

2010년

무료체험
특별체험

아트마켓

도시락

토요체험

심화체험

프로젝트형
이벤트형체험

2011년

무료체험 배달공방

아트마켓

도시락

토요체험

파일럿 입주작가기획

이벤트형 예술교육

2012년

파일럿 목요예술클럽

황학동별곡

일일체험 등공예만들기

공예·디자인

워크숍
다문화찻집

이벤트형 달을듣다

2013년 황학동별곡

2014년

시민참여교육
마음차

황학동별곡
꽃보다 다육

시민공예체험
가을의로맨스

색채워크숍

2015년

제비우체국

황학동별곡
종이인형

워크숍

자개상품개발

2016년
체험공방

칠보문화카페
정보 없음 황학동별곡

표 8.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2009~2015년 신당 창작아케이드 사업 결과 보고서 재구성)

■ 사회적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황학동별곡

사전준비 프로그램

▶황학동별곡

사전준비 프로그램

▶황학동별곡

사전준비 프로그램

▶창작지원금 지원 예술교육 프로젝트

▶서울시민예술대학 공모 선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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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입주작가 프로그램을 공예 중심으로 선정한

것은 지하상가의 특성상 좁은 공간 때문이기도 했지만, 공예가 시민

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술 분야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표8’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당 창작아케이드

에서 운영한 사업 중 사회적 도시재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나열한

것이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개관 이후 2012년까지 작가와 지역, 시민을

연계해 공예예술을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다. 그

러나 2012년 이후 지역 축제인 <황학동 별곡>이 활성화 되면서 시

민 참여 프로그램이 축제 사전 준비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

다. 이는 물리적 도시재생 기법의 변화와도 같은 양상이다. 또한,

2013년에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작

가들이 자율적으로 창작지원금을 가지고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방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지 않았다. 결과

적으로 프로그램의 초점이 일반 시민 참여에서 점차 지역 활성화로

옮겨지게 되었다.

즉,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일반시민 혹은 지역시민들의 참여를 통

해 사회적 도시재생을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각 프로그램을 통해 어

떻게 시민과 연계되어 도시재생을 이루었는지 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사회적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중에 일반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

그램과 지역 축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그 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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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012년까지 활발히 운영된 체험 프로그램
(연구자 작성)

그림 53. 2009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식
(연구자 작성)

5.1 일반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체험공방 나도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 시민들이 무료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던 체험 프로그램이다. 신당 창작아케이드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창

작공간을 주기적으로 시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09년 개관 이후 2011년까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체험 프로그램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3년 이후에는 일일체험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현재는

체험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입주 작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

되는 추세이다.

2009년부터 체험 프로그램의 기간, 대상, 시간, 장소는 다음과 같

이 진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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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2010년 1차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식
(연구자 작성)

그림 55. 2010년 2차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식
(연구자 작성)

그림 56. 2010년 3차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식
(연구자 작성)

2009년에는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이 보다 구체적이었다. 프로그램

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폭넓게 고려되었다. 그러나 2010

년에 들어서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심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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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체험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서울문화재단)

그림 58. 2011년 체험 프로그램 전시
(출처: 서울문화재단)

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가 보다 포괄적으로 변하였다. 무

료 체험 프로그램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고, 심화 프로그램은

20만원 전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인지 대상이 성인으로 제

한되었다. 2013년 이후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은 일일체험 프로그램

이 연 1-2회 진행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지역재생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었

다. 창작아케이드의 초기와는 다

르게 일반 시민을 위한 프로그

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체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던 2009~2012년을 분석한

결과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

램은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는 신당 창작아케이드 내에 다양

한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곳에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마지막에 결과 전시

까지 이루어졌다. 결과 전시의

‘장’은 2012년 이전에는 주로 지

하상가 내부가 되었고 황학동별

곡이 활성화 된 이후에는 축제

시기의 중앙시장과 지하상가 모

두가 해당되었다. 이로써 시민들

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예술체험 뿐 아니라 전시회까지 참여할 수 있어 참여한 시민들에게

더욱 성취감을 부여했다. 전시회를 통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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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지하상가 전시의 장으로 
활용되는 복도
(연구자 작성)

이유는 작가들의 전문적인 역량 덕분이

기도 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작가들이 입주

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에 진행된

무료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신당지하상가

내의 뜨개질 공방 주인을 작가로 초청하

여 <손뜨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

다. 기존의 지역 전문가와 연계하여 부

족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포괄적

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지

만, 특정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되

기도 하였다. 2010년에 진행된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근접한 위치에 있는 신당초등학교의 재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지역 내에 있는 예술 전문

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을 대상

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

설정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지역공

동체가 필요로 하는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입주작가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에는 외부 사업을 통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창작지

원금을 지원받아 이전과 같이 신당 창작아케이드 내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입주작가의 창작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예

술가 협동조합을 구성하였다. 2013년 4월에 발족된 예술인 협동조합

‘크라트’는 신당 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로 선정되면 협동조합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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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동 가입되는 시스템이었다.

협동조합의 틀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조합조직을 장르별로 팀

제화하였다. 17개 장르, 60여 명의 작가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게

공예체험, 공공미술, 제품생산, 기획 및 마케팅 등 팀별 구성을 시도

해, 외부 사업이 들어오면 팀별로 책임 운영하도록 조직했다.

또한, 이를 위한 작가 대상 전문화 교육을 조합 차원에서 실시했

다. 이러한 준비 작업은 재단 내외부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서울시 창작공간인 관악어린이창작

놀이터의 의뢰로 공예체험팀이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외부 기업의 제안에는 각 전담 팀이 움직였다.107)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은 운영 되지 않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는 이를 유지위해 노력하였지만 사실상 2016년에 청산 종결이 되었

다. 입주작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고,

외부 사업은 더 이상 협동조합이 아닌 재단을 통해 직접 작가들에게

분배가 된다.108)

협동조합이 운영되며 시민들의 체험 프로그램이 점차 줄어들고 작

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이 협동조

합이 종결된 2016년 이후에도 지속될 지는 의문이나 신당 창작아케

이드 운영 방식에서 ‘입주작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긍

정적인 사회적 도시재생을 이루었던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역할이 축

소되는 것이 우려된다.

107) 이상용(신당 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협동조합 조합장), 『문화+서울』, 2014.7

108) 위의 인터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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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2012년 <황학동별곡>
(출처: 서울문화재단)

그림 61. 등공예 만들기 결과 전시
(출처: http://www.bizeco.kr/news)

5.2 지역 축제 프로그램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지역 축제 프로그램은 2012년 이후 <황학동

별곡>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 축제가 활성화

되면서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운영 방향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 체험

기회 증대’에서 ‘지역 축제 활성화’로 옮겨졌다.

2012년 개최된 <황학동별곡>은 <등공예만들기>, <다문화찻집>,

<달을 듣다>등의 사전준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를 발표하는

장으로서 축제를 활용하였다. <등공예만들기>는 지역 커뮤니티인

황학동 노래교실 회원 25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전통 한지등공예 교

육과 함께 축제 오프닝 공연을 준비하였다. <다문화찻집>은 황학동

및 인근지역 다문화 가정의 주

부를 대상으로 도자교육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이 결과물로 축

제 당일 다문화 찻집을 개최하

였다. <달을 듣다>는 지역의 소

리 명인을 찾아 신당동 중앙시

장과 함께한 인생이야기로 축제

당일 중앙시장에서 소리 공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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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어울쉼터 벽화그리기
(출처: http://photohistory.tistory.com/14846)

그림 62. 어울쉼터 내 꽃보다 다육 결과전시
(출처: 서울문화재단)

2013년에 진행된 <황학동별곡>은 시장 상인 100인의 이야기를 예

술가들이 수필로 작성하여 책자를 발간했고, 이를 기록한 현수막이

축제 기간에 설치되었다.

2014년에는 <황학동별곡>과 중앙시장 인근에서 개최되는 <주방

가구거리 축제>, 그리고 외부 지원 사업인 <어울쉼터 개관> 행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축제로 개최하였다. 또한, 축제 사전준비 프로그램

으로 <마음차>, <꽃보다 다육>, <가을의 로맨스>, <색채워크숍>

을 진행하였고, 결과 발표의 장으로 역시 축제를 활용하였다. <마음

차>는 입주작가들이 손수레에 차를 싣고 시장상인들과 차와 담소를

나누는 교류 프로젝트이고,

<꽃보다 다육>은 상인들을 대

상으로 입주작가와 함께 다육

식물 화분을 제작하는 프로젝

트이다. 또한, <가을의 로맨

스>와 <색채워크숍>도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

로그램이다.

축제 당일 함께 진행된 <어

울쉼터 개관> 행사는 한성자동

차에서 지원하는 공공미술 프

로젝트이다. 상인들을 위해 중

앙시장 내에 어울쉼터를 조성

하고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입

주작가와 상인이 축제 당인 함

께 내부 공간에 벽화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입주작가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앞치마 400점을 대형설치미술로 중앙시장 내부에 전시하였다.

이후에도 <황학동별곡>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사전준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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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축제의

퍼포먼스는 중앙시장 상인들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점차 전통시장

의 특색을 살린 축제로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현재는 황학동과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동시에 대표하는 공동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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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결과 전시의 장이 되는 중앙시장과 지하상가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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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민과 연계된 사회적 도시재생의 기법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통한 사회적 도시재생 기법은 지역 시민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분야의 입주작가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험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체험 프로그램의 결과 전시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의 성취감을 높

이고, 결과 전시의 장을 중앙시장과 지하상가로 삼아 일상적인 지역

공간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끝

나지 않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 전문적인 입주작가의 역량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 부족한 분야의 프로그램은 지역 전문가와 연계한다. 이를 통해 지

역 전문가를 발굴하여 해당 전문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소

통이 가능해진다.

· 특정 지역공동체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이

는 물리적 도시재생에서 기존 환경의 필요한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기법과 유사한 기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다.

· 시민들에게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는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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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 공공기반시설은 지하상가이다. 서울시 지하

상가는 1970~80년대 경에 대대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공식적인 지하

상가의 조성 목적은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68년 최초의 지하상가인 새서울 지

하상가의 등장에서부터 지하상가는 도심지의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

받았다. 지하상가의 상업성은 지하철의 대대적인 건설과 더불어 도

심지에서 점차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심 형성과 1996년 대형 할인

마트의 등장, 1998년 IMF로 인한 권리금 하락을 계기로 지하상가의

상권이 쇠퇴하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분적으로 지하상가의

상권 쇠퇴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상가의 발전 양상이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졌다. 첫째, 지하상가의 상업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네트워크화 시도와 둘째, 비상업적 시설의 도입이다.

지하상가의 상업성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화 시도는 하나의 지하상

가를 주변 지하상가와 연결하는 방식, 다른 대형 상업시설과 연결하

는 방식 2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로 본격적인 지하상가

의 네트워크화가 시도되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주로 시청역과

명동, 영등포역을 주변으로 7회의 네트워크화 계획이 구상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내

수익목적의 조성 상가를 포함하면 네트워크화 시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2007년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새 청사와 인근 지하상가를 잇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대규모 지하 네트워크화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지하상가의 기존 상업성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반면, 상업성이 쇠퇴한 구도심의 지하상가에 비상업적 시설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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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도 구상되었다. 이는 2004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현 서울

시설공단)에서 지하상가 상인들과 함께 상가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

성하며 시작되었다. 논의의 결과로 2005년 새서울 지하도 상가에 전

국대학 정보센터와 장묘문화 상담센터가 계획되었다. 2009년에는 예

술가들의 창작공방인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조성되었고, 시청광장 지

하도상가에 일시적 전시공간인 아트 갤러리가 오픈되었다. 이후에도

2014년까지 2차례의 문화예술 입히기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2011

년에는 지하상가의 비상업적 활용에 부합하는 법적인 변화도 일어났

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

지 못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지하상가 내 비상업적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연, 전시,

문화를 주제로 발전되어 왔고, 이는 지하상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

으로 재탄생 시키고자하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신당 창작

아케이드는 지하상가 점포 내에 창작공방이 대규모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하상가에 비상업적 프로그램을 유치한 사례이

다.

2009년, 약 50%에 해당하는 점포가 비어있을 정도로 쇠퇴한 신당

지하상가 내에 대규모 창작공방인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조성되었다.

조성 당시 ‘예술가의 창작공방 제공’과 ‘지역 활성화’의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쇠퇴한 서울중앙시장의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신당 지하상가 내에 나머지 점포가 그대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도시재생의 2가지 층위인 물리적 도시재생과

사회적 도시재생을 모두 추진하였다. 이 때, ‘황학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였고,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

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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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위치한 황학동 자체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첫째, 황학동 개발의 정책적 장점이

있다. 정책적으로 황학동을 포함한 주변 지역이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려 특성화되었다. 특히, 2015년부터는 황학동 지역 내 가구거리의

영향을 받아 중앙시장 내 체험공방이 조성되어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의 연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물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장점이

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지하철역과 근접하여 있으며, 지상의 중

앙시장 내에 지하상가 출입구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황학동은 규모가 작아 지역 환경의 변화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

기 쉽다.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물리적 도시재생은 지역과 연계되어 추진되

었다. 무엇보다 기존 도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였다. 또

한, 지역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 일시적인 이벤트를 구상할 뿐 아니

라 지역 시민들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구상

하였다. 예술가와 지역 시민의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사적인 이야기

를 공공과 공유하였다. 부가적으로는 근접 영역의 인지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지상과 지하에서 동시다발적인 개선이 일어났다. 지하상가

의 경우는 위계가 없었던 기존 공간에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재배

치하여 공간의 위계를 형성해 주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의 사회적 도시재생은 시민과 연계되어 추진되

었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입주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였으며, 전문적인 작가의 역량으로 제공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였다. 이때, 부족한 분야의 작가는

지역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체하였다. 또한, 지역에 특정 공동체가 필

요로 하는 예술 교육을 충족시켜 주었다. 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는

전시를 통해 마무리 되었고, 결과 전시의 장으로 중앙시장과 지하상

가가 활용이 되어 공간 자체가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시민들의 참여의 장이 되는 축제 프로그램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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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처럼 신당 창작아케이드는 서울시의 지하상가 활용에 있어 더

이상 상업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지하상가가 기존의 활용방식

과는 다르게 비상업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성화가 가능함을 입증

하고 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가능했던 이유

는 창작공방이 가진 '예술성' 자체보다는 '지역의 환경 또는 지역

시민과의 연계성' 때문이다. 오히려 신당 창작아케이드 자체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

고 지역과 또 지역시민과 연계된 공공활동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도시의 상업적 기능만을 담당해왔던 지하상가의 상업성이 쇠퇴해

가는 시점에서 지하상가의 재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쇠퇴해가는 지하상가의 재활성화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을 제안할 수 있다.

우선, 지하상가를 통한 지역 재생의 방향이 해당 지역의 주요한

도시 개발 정책의 맥락과 일치할 때 큰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기존

의 물리적 환경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도록 한다.

물리적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기존 도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인지성 확보가 중요하

다. 지상과 지하, 근접한 지역의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일시적인 이벤트로 환기를 주는 방법과 일상적인 생활환경

을 개선해주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이벤트의 소재는 지역

시민과 관련한 것으로 설정하여 친근함을 부여한다.

사회적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시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다양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전문가와 연계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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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결과 전시의 장으로 지하상가와 지상

부분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적이면서도 지하

상가와 근접한 공간에서 지역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쇠퇴한 지하상가의 재활성화에 이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그 지

역의 시민과 연계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의 공공성이 지하상가를 통

해 회복될 수 있다. 서울 도심의 쇠퇴한 지하상가가 더 이상 상업적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공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지

역 재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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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Urban Underground

Spaces through Connecting Local Spaces

- Focusing on Sindang Creative Arcade -

Seona Kim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presentative underground space of Seoul is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 This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were first

created from the 1970’s to the 80’s in the center of Seoul. Now, 30

years later, a few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in old urban center

is declining.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shopping center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when dealing with revitalization of the

area. But,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re the reasons for declining,

according to the changes in urban structure. So, expecting to

revitalize using commercial program is contradictory.

Thus, this research focuses on uncommercial program on the

declini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from 2004. The appearance of

uncommercial facilities is noticeable not only because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are moving away from conventional revitalization

but also the users have expanded from only shoppers to people in

general. It has a possibility of changing the declini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into new urban public underground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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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results, Sindang Creative Arcade in the Sinda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 is operating well now. It was made by

'creative-culture city master plan', one of the urban policies, in 2008.

The purpose is to give residence to artists and revitalize the city by

creating artistic spaces. Consequentially, revitaliz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connecting local spaces and communities.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characteristics of art itself.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declining process of

commercial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of Seoul and finds

uncommercial facilities as an alternative way. After that, it focuses

on interpreting the way of revitalization of Sindang Creative Arcade.

Through these contents, this research has a purpose in suggesting a

direction on how to revitalize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in the old

center in Seoul.

Keyword : Seoul, Underground Shopping Center, Revitalization,

Uncommercial facility, Sindang Creative Arcad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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