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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모텔은 집적하여 입지하는 특성이 있어 ‘모텔촌’이라는 군집을 형성

한다. 이러한 모텔촌은 교육환경, 주거환경,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이

유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특히 대부분 번화한 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입지하기에 공공의 입장에서는 상업지역의 이미지를 해치는 요인으로 

여겨져 용도변경 장려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텔촌에 대해서는 법·제도 차원에서의 제재가 불

가능하며, 모텔 이용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모텔촌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텔촌의 가로경관에 대한 관리·개선은 모텔촌의 

영업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도 모텔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변에 미

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로 모텔촌의 가로경관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모텔촌의 가로경관에 대한 이해 및 논의가 부족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텔촌 가로경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변 건축물들과 구별되는 모텔촌 경관의 

특징적인 경관 요소를 파악하고, 모텔촌 경관의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

였다. 또한 이를 통해 모텔촌 경관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모텔촌의 가로경관관리 방향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고찰, 분석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텔, 모텔촌, 경관분석 이론, 선행연구에 대한 예비적 고

찰을 수행하였다. 먼저 모텔 및 모텔촌을 정의하였으며, 모텔의 외관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여 모텔 건축물 고유의 외관적 특징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경관분석 이론을 검토하여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의구별척(SD법)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모텔 관

련 선행연구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모텔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본 연

구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 신촌 모텔촌의 경관요소를 분석한 결과, 입면 및 출입구에

서 모텔 고유의 성질과 밀접한 관계를 띄는 경관요소들이 나타났다. 우

선 입면 중 창문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모텔촌의 입면은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입구 특성의 경우 58%의 모텔 건축물에서 가림막, 가림벽 등 출입자

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신촌 모텔촌

은 주로 보행을 통해 이용됨에도 대부분의 모텔에서 주차장을 통해 바

로 프론트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로 되어있었다. 색채를 주조색과 

강조색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조색은 중명도-저채도의 특성을 띄

어 배경색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강조색의 경우 배색 측면

에서 조화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색채 계획을 통한 경관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신촌 상업지역 모텔촌 및 인근 상업가로를 대상으로 경

관 형용사를 이용하여 경관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모텔촌 가로경관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텔촌의 

가로경관은 경관미 측면에서 인근 상업가로에 비해 다소 떨어지며, ‘답

답하다’, ‘막혀있다’, ‘멋없다’, ‘불쾌하다’, ‘획일적이다’ 등의 느낌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모텔촌과 상업가로의 이미지 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텔촌의 경관 이미지 평가에는 

조화성, 개방성의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방성 



측면에서 모텔촌과 인근 상업가로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관형용사를 독립변수로, 경관미를 종속변수로 하여 수행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의 결과, 모텔촌의 경관미에는 개방성보다 조화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경

관요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모텔촌의 경관요소 중 폐쇄적인 입면과 출

입구는 개방성과 관련이 있어 경관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반면, 건축물 입면의 색채,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조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관리하는 데에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텔의 가로경관에 대한 구체

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모텔

촌의 경관요소를 밝히고, 모텔촌 가로경관의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여 

모텔촌 경관 연구의 기초 자료 및 향후 경관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모텔, 모텔촌, 가로경관, 경관분석, 이미지 특성

학  번 : 2015-2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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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텔은 사적인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한 이용이 주가 되는 숙박시

설로, 주로 집적하여 입지하는 특성이 있어 러브호텔거리 혹은 모텔촌

을 형성한다(坂内良明, 2006; 立入綾馬, 2009). 모텔촌은 우리나라의 

많은 상업지역들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모텔 및 모텔촌

의 이미지는 교육환경, 주거환경,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이유로 대체

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주정갑, 2002; 김남욱, 2002).

특히 주요 도시들의 시가지 내에 위치하는 모텔촌은 대부분 번화가

와 인접하여 입지하므로 상업지역의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

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일례로 서대문구

청의 경우, 인근 이면가로에 모텔이 밀집해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지

속적인 상업 침체 현상을 겪고 있는 신촌 상업지역의 쇠퇴 원인을 모

텔의 난립에 따른 이미지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

였고, 용도 변경을 장려하여 모텔촌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1) 

모텔촌의 각종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신도시에 새로 형성되는 상

업지구의 경우에는 제도적 차원에서 모텔의 건축을 불허하여 상업지구

의 모텔촌 형성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다.2)3) 그러나 이미 형성되어 있

는 모텔촌에 대해서는 모텔촌을 축소시키거나 이동시키는 것이 헌법상

의 재산권보장(제23조)과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포함 제 15조)

보장 규정에 위반되기에(김남욱, 2002) 법적·제도적인 제재가 불가능하

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80-90년대를 거치면서 신촌, 종

로, 영등포, 강남, 화곡, 잠실 등지에 모텔촌이 이미 많이 형성되었으며 

1) <“모텔 줄여야 신촌상권 산다”...구청·교회가 모텔 인수?>, 한국경제, 2012.12.18.
2) <진주시, 혁신도시 내 ‘러브호텔’ 불허 결정>, 노컷뉴스, 2015.05.06
3) 이러한 경우에도, 모텔 이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인근 도심 외

곽에 모텔촌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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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주변에 각종 영향을 끼치며 계속 잔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텔 업주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모텔촌이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관리·개선하는 것이다. 일례로 부

산시의 경우 2011년, 2013년에 걸쳐 모텔의 경관을 정비하여 도시 미

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부산시 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

해 불량 가림막이나 불량 광고판 등을 설치한 업소를 적발하고 안내문

을 배포하여 업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였다.4) 도시경관은 이를 바라보

는 대상자들에게 그 질의 여하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기에 모텔촌에서의 이러한 경관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바이다. 

한편, 경관관리는 해당 경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모텔촌의 경관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모텔 관련 연구들

은 주로 모텔의 사회학적 특성, 모텔에 대한 법적 규제, 시대에 따른 

모텔 이용의 변화, 모텔의 입지 등의 주제를 다뤄왔기에, 모텔촌 가로

경관의 특성에 대해, 더 나아가 모텔촌 경관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대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텔촌 가로경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주변 건축물들과 구별되는 모텔촌 경관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모텔촌 경관의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모텔촌 경관 연구의 기초 자료 및 향후 모텔촌의 가로

경관관리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4) <부산 ‘흉물 가림막’ 등 모텔 57곳 “착해 졌어요”>, 뉴시스,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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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내용 및 

수행절차를 요약한다.

둘째, 예비적 고찰에서는 모텔의 정의, 분류, 변천과 모텔촌의 정의 

및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가로경관분석의 이론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

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모텔 및 경관분석 분야의 선행

연구에 대하여 분석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셋째, 신촌 모텔촌의 경관요소 분석에서는 기초 연구로써 본 연구에

서 대상지로 선정된 신촌 모텔촌의 역사 및 관련 계획, 가로 및 건축물 

현황을 서술한다. 또한 신촌 모텔촌의 경관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

촌 모텔촌의 모텔 건축물에 대한 외관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

선 색채, 입면 특성, 출입구 특성 등 조사의 틀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

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모텔촌 가로경관의 경관요소 

및 특징을 밝혀낸다. 

넷째, 신촌 모텔촌 가로경관의 이미지 특성 분석에서는 경관형용사 

분석을 이용하여 신촌 모텔촌 가로경관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한다. 그 

절차로 경관형용사 분석의 개요, 분석의 틀 및 분석 결과를 서술한다. 

다섯째, 결론 및 시사점에서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통해 연구의 시

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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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 고찰

2.1 모텔 

2.1.1 모텔의 정의

‘모텔(motel)’은 미국에서 기원한 용어로, 자동차를 의미하는 모터

(motor)와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호텔(hotel)의 합성어이다. 본래는 자동

차를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을 

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인 성적 만남을 주이용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용어는 ‘모텔’을 사용하지만  미국

의 모텔보다는 일본에서 기원한 러브호텔(ラブホテル, love hotel)과 훨

씬 유사한 개념이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는 여관으로 분류된다. 

좁은 의미로는 ‘OO모텔’, ‘모텔OO’의 방식으로 명칭에 모텔이 들

어가는 숙박업소를 모텔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는 성적 만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를 총칭하는 의미의 넓은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는 1999년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인숙, 

여관, 레지던스, 모텔 등 숙박업소의 호텔 명칭 사용이 완화되어 넓은 

의미에서 모텔로 분류됨에도 숙박업소 명칭으로 호텔을 사용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사적인 성적 만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들을 일컫는 

단어로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러브호텔’이 

사용되었다(김남욱, 2002; 남윤구, 2004; 류재중, 2001; 주선미, 2002 

등). 그러나 그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모텔’을 사용한다(김희진, 2003; 오춘근, 2015; 이나영, 2012; 이안나, 

2013; 현경진, 2008). 또한 대중적으로도 기사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

해보았을 때, 2017년 기준으로 ‘모텔’이라는 단어가 가장 널리 통용되

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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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인 성적 친교를 주이용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모두 일컫는 넓은 개념으로 ‘모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여관, 러브호텔, 부띠끄모텔 등의 유사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의

미이다. 

2.1.2 모텔의 분류

1) 입지 조건에 따른 분류

오춘근(2015)은 창원시의 모텔을 크게 도심상업지역의 모텔과 도심 

외곽지역의 모텔로 분류하여 모텔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에 따르면 도심 외곽지역의 모텔은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도심

상업지역의 모텔보다 훨씬 철저하여 1실 1주차 형태의 무인기계시스템

을 도입한 모텔이 주를 이뤘고, 외관에서도 도심 외곽지역의 모텔은 대

부분이 단일 건물 형태로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가지고 있던 반면 도

심상업지역의 모텔은 대부분이 복합용도 시설로 무분별한 간판 및 혼

잡한 색상이 주를 이뤄 입지에 따라 건축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立
入綾馬(2009)는 오사카시, 교토시, 시가현을 대상으로 러브호텔의 입지

조건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IC/JCT 등 도심 외곽에서 교통량이 많

은 곳에 위치하는 교외형 러브호텔과 도심의 번화가나 역 근처에 밀집

하는 형태의 도시형 러브호텔로 모텔을 분류하였다. 또한 大矢正樹
(2008)는 모텔촌을 입지 장소에 따라 도시형과 교외형 두 가지로 구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모텔을 입지 조건에 따라 

도시형 모텔과 교외형 모텔로 구분할 수 있다. 

2) 시대별 분류

모텔은 시대별로 여관, 러브호텔, 부티크 모텔로 분류할 수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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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2). 

그림� 1� 여관의�모습

근대적 의미에서의 여관은 개항기인 188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

했으며, 일제 강점기 동안 식민지 상공업 정책과 연관되어 주로 도심 

교통요지나 관광지 중심의 숙박시설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여관은 결정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어 ‘장급여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따른 근대화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

으로, 욕실시설을 갖추고 규모도 커지게 되어 오늘날 볼 수 있는 ‘OO

장여관’ 등의 여관들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이나영, 2012).

  

그림� 2� 러브호텔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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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가 되어 출현한 러브호텔은 연인들의 사적인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불륜 커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

문에 신원 보호를 위해 도심에서 떨어져 지어진 경우가 많았고 주차장 

가림막, 번호판 가리개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도 특징이다. 외관

적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외관을 통해 손님을 유도하였다. 또한 일본의 러브호

텔 양식을 도입하여 궁전이나 성을 연상시키는 외관을 하거나 고대 그

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을 설치하는 등 ‘키치적인’ 외관 장식이 특징

이다(이나영, 2012). 러브호텔은 모텔 중에서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기에, 2000년대 초반에는 러브호텔이 주

거지나 도심지에 건축되는 것을 반대하는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 전국

적으로 일어났다. 한 예로 고양시의 경우 주민들이 시민단체들과 연합

하여 2001년 4월 고양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여 러브호텔 건립을 저지하였다(남윤구, 2004). 

그림� 3� 부티크�모텔의�모습�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등장한 부티크 모텔은 외관적으로 장식이 

적고 세련된 현대식 건물을 추구하여 기존 러브호텔의 조잡한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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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첨단 시설과 새로운 인테리어로 무장하고, 

방마다 각종 테마를 배치하는 등 젊은 계층의 취향을 반영하고자 하였

다(이안나, 2013). 부티크 모텔의 주요 고객층으로 떠오른 미혼 커플의 

경우, 다른 고객층5)에 비해 신원 보호에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기존

의 신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본래 

러브호텔에서 카운터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려줬던 장치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객실이 가득 찼을 경우에 로비에서 기다리

는 커플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티크 모텔의 등장은 인터넷/스

마트폰 시대의 도래와도 관련이 깊다. 2000년대에 들어 모텔 관련 정

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졌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야놀

자’, ‘여기어때’, ‘여기야’ 등 모텔 정보를 검색하고 숙박 및 대실 예약

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업체들이 등

장하였다. 이들은 모텔의 내/외부 시설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많은 고객들이 미리 정해두고 모텔을 방문하게 되었다. 따

라서 과거와는 달리 이목을 끄는 모텔 외관을 갖출 필요성도 줄어들었

다.  

2.1.3 모텔의 외관적 특징

모텔은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건축물이기에, 상업 건축물에서 나타나

는 외관적 특징들을 공유하지만 고유의 외관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남경만(2006)에 의하면, 현대의 도심 상업지역 건축물은 다원화된 

사회상황이 다양한 건축형태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업주의 문화가 발달

함에 따라 상업건축물은 상업적 표현성이 최우선적인 요소가 되기 때

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다양한 건축형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5) 조병희(2001)에 따르면 러브호텔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 중 미혼 남녀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다. 남자 직장상사와 부하 여직원, 또는 유부남
과 유부녀, 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신원 보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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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과거 기능주의적 가치관이 ‘형태는 상업성

을 따른다.’라는 새로운 논리로 전환되고 있다. 

김성태(2003)에 따르면 상업건축물은 건축 구법과 건축 재료의 사

용, 건축 표현 등에 있어서 규모적인 이점 때문에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기에, 그 시대의 건축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중적인 취향이나 사회적 현상이 직접적으로 건축물의 

외관에 드러날 수 있다. 

김성태(2003), 이윤주(2006) 등에 따르면 외관의 키치성은 상업 건

축물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며, 모텔의 외관에서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특히 1990년대~2000년대 초 러브호텔을 대표하는 모습들은 

중세 유럽의 궁전 모양의 지붕 및 창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나타내는 

장식물 등 키치적인 요소들이었다. 

모텔의 건축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 김희진(2003)에 따르면, 상업적 

건축물은 그 외관에서 그 건축물의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어야하기에 

모텔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외관을 가져야 한다. 반면 모텔의 입

구는 일반 상업 건축물과는 달리 이용의 특성상 은밀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모텔은 우선적으로 다양한 건축 형태를 가지며 상업성

이 극대화 되어있는 등 상업 건축물의 외관적인 특징들을 공유하며 상

업성의 논리에 따라 지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외

관을 가지며, 키치성을 띄고 다수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

다. 또한 대중적인 취향이나 사회적 현상이 직접적으로 건축물의 외관

에 드러날 수 있다. 반면 모텔은 이용의 특성상 이용객의 사적 영역 보

호를 위한 장치를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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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텔촌

2.2.1 모텔촌의 정의

‘모텔촌’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모텔이 마을처럼 모여 있는 

곳’이며, 이와 같은 뜻으로 언론, 부동산 업계 등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계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모텔 

밀집지역(현경진, 2008)’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림� 4� 모텔촌의�모습

 

大矢正樹(2008)에서는 ‘러브호텔 거리’에 대해 ‘러브호텔이 3개 이

상 이어져있는 거리 또는 5개 이상의 러브 호텔이 집적하고 러브 호텔

의 대지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정

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 같이 모텔촌은 모텔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모텔이 연속으로 위치하고 있는 하

나의 가로인 경우에도 모텔촌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모텔이 3개 

이상, 5개 이상, 전체의 절반 이상 등의 기준은 해당 연구에서 사용하

기 위한 조작적 정의였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기준으로 모든 모텔촌

을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텔촌은 주로 앞에 지명을 붙여 ‘건대 모텔촌’, ‘군산터미널 근처 

모텔촌’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불리며, 눈에 띌 만한 규모 이상

으로 모텔이 군집하였을 때 모텔촌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따로 

모텔촌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모텔이 모여있는 거리 혹

은 지역을 ‘모텔촌’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지인 



- 12 -

신촌역 일대 모텔 밀집지역은 모텔촌의 범주에 속하며, ‘신촌 모텔촌’으

로 명명할 수 있다. 

2.2.2 서울시 모텔촌 현황

정부 3.0 SGIS plus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우리동네 생활업종’ 기

능을 통해 각 생활업종별(음식점 11종, 도소매 11종, 서비스 11종, 숙

박 3종) 업종밀집도 현황 및 2006년~2014년의 업종밀집도 변화에 관

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표2는 숙박업 중 본 연구에서 규정한 모

텔의 범주와 일치하는 ‘여관(모텔포함) 및 여인숙’에 대한 업종밀집도를 

서울시 전체에 대하여 열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서울시�모텔�업종밀집도� (2006) 서울시�모텔� 업종밀집도� (2014)

표� 2� 서울시�모텔�업종밀집도

위의 여관 및 여인숙 업종의 밀집도를 통해 서울시의 모텔촌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다. 2014년의 업종밀집도 열지도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모텔촌을 규모 순위대로 나열하였을 때 종로3가·동대문역·서울역 일대 

모텔촌, 영등포 모텔촌, 청량리 모텔촌,  수유 모텔촌, 신림 모텔촌, 신

촌 모텔촌, 가리봉동 일대 모텔촌, 천호·길동 모텔촌(강동 모텔촌), 화

곡 모텔촌,  방이 모텔촌, 상봉 모텔촌, 화양 모텔촌(건국대학교 근처 

모텔촌),  서울대입구역 모텔촌, 강서구청 모텔촌 등이 서울시의 주요 

모텔촌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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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관분석 이론

2.3.1 가로경관의 개념

먼저 ‘경관’의 사전적 정의6)를 살펴보면, 1) 산이나 들, 강, 바다 따

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2)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자

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구분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말은 본래 영

어의 ‘landscape’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16세기 말 또는 17세기 초부

터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대에는 풍경화의 영향을 

받아 특히 ‘전원 풍경(rural scenery)’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점

차 일반적인 풍경을 의미하는 현대적 개념의 경관으로 변모되었다. 

경관은 일차적으로는 ‘보여지는 풍경’을 뜻하겠지만, 이차적으로는 

보여지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가로는 도시공간체계 내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도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 큰 의미

를 지닌다. 이러한 가로의 매력이 떨어지면 도시전체의 이미지와 가치

가 하락하기에 가로경관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로경관은 

크게 도로망에 의해서 구획되어진 건물의 배치 등으로 나타나는 수평

적 요소와 건물의 형태, 높이, 질감과 간판, 가로시설물, 식재 등 수직

적요소로 나뉜다(추용욱, 2007). 

경관은 시점상에서의 시각이나 시야에 따른 범위, 그리고 거리에 따

라 ‘대경관(landscape)’, ‘중경관(townscape)’, ‘소경관(streetscape)’의 3

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가로경관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파악하기 쉬운 소경관에 속한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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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경관 분석 방법의 선택7)

경관 분석 방법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누가 분석할 것인가, 경관의 어떤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는가, 어

떤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할 것인가, 분석 결과가 계량적 또는 서술적

이어야 하는가를 고려하여 경관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추출해

야 한다.

1) 분석자

본래 경관분석에 있어 전통적인 방법은 전문가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경관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나, 점점 일반 대중을 참여시켜 일반 대

중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경관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의 절

약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경험 및 직관에 의한 수준 높은 분석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

이 있다. 

일반인의 참여를 통해 경관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은 많

이 들지만, 실제 이용자의 선호 및 가치를 반영하게 되며 다수의 판단

에 따르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경관 관련하여 기본

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문을 할 경우, 설문의 구성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관 이용자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인의 참여를 통해 경관을 분석한다. 특히 모

텔촌의 가로경관의 경우, 개인적 성향 혹은 편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소수의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되기에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량적인 분석을 시행한다.

7) 임승빈, 경관분석론(2009)을 재정리하였다.



- 15 -

2) 분석의 측면

경관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것인지

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관에는 생태적·미적·문화적·철학적·경제적 측면 

등 여러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가운데 어느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분석의 방법과 과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텔촌 가로경관의 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모텔 및 모텔촌에 관한 예비적 고찰을 종합해 보았을 

때, 모텔촌 가로경관의 여러 측면 중 도시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중요한 것이 미적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 시뮬레이션 기법

경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현장을 방문하여 분석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 이는 시간 및 경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장 방문을 대체하기 위

해 시뮬레이션 기법이 사용된다. 

시뮬레이션의 종류에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비디오, 또는 스케치

나 컴퓨터를 이용한 3D 모형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진을 이용할 경우, 현장 평가의 경우보다 평가자의 관찰 조건을 

제한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자에게 보이는 경관의 모습

이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스케일감 및 입체감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연구자의 의

도에 따라 사진을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사진을 통한 평가가 현장 평가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평가자의 관찰 조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통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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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정성적인 결과 또는 계량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경관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면 정성적인 결과가 

적합할 것이며, 대안의 선택 등에 관련된 의사 결정의 한 과정이라면 

계량적인 결과가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를 일반인으로 선정하여 대중의 평균적인 취향

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계량적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2.3.3 미적 반응 측정방법8)

경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평가자가 경관을 보고 반응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로 경관의 미적 측면에 대한 반응을 측정

하는 것이다.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사물의 

길이, 높이, 면적 같은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 상태 혹은 추상적 

개념의 크기 정도를 재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

이 아니라, 연구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설정하여야 한

다. 미적 반응의 측정 방법으로는 형용사목록법, 카드분류법, 어의구별

척, 순위조사, 리커트 척도, SBE 방법, 쌍체 비교법 등이 있다. 2.3.2절

에서, 1) 일반인을 대상으로, 2) 경관의 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3) 

사진을 활용하여, 4) 정량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경관 분석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와 부합하면서도 기존의 많은 경관분석 연구(김지혜 외, 

2009; 이재원, 2004; 주신하 외, 2012; 최임주, 2003; 허유민, 2014 

등 참고)에서 미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방법은 어의구별

척과 리커트 척도이다. 

8) 임승빈, 경관분석론(2009)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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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의구별척(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법)

어의구별척은 단순히 경관미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라기보다

는 다양한 경관의 특성 혹은 의미를 밝히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어의구

별척은 원래 환경, 인간, 장소 또는 상황 등에 관한 의미의 질 및 강도

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다. 

어의구별척의 이용 방법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쌍의 

목록을 제시하여 평가자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형

용사의 양극 사이를 7단계로 나누고 평가자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 가

까운지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한다. 

이 결과를 꺾은선 그래프와 유사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 경향

을 분석하기도 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주요한 요인을 분석할 수도 있

다. 또한 회귀분석,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 군집분석 등 통계적 방법

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어의구별척을 사용할 때에 주의할 점은 평가 내용 및 응답자의 특

성에 맞도록 적절한 형용사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목록을 만든 

후에는 예비 조사를 통해 평가자들이 느끼는 항목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 평가자들이 

다각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밝히고자 어의구별척을 사용하였다. 

2)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리커트 척도는 일정한 상황, 사람, 관념, 환경 등에 대한 개인의 태

도나 성향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응답자는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가에 따라 3점, 5점, 혹은 7점

을 부여하는 질문을 받는데, 5점 척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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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구간의 차이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1점으로 응답했

을 때와 2점으로 응답했을 때의 심리적 크기의 차이는 2점으로 응답했

을 때와 3점으로 응답했을 때의 심리적 크기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간

주된다. 따라서 리커트 척도는 등간척도의 일종이다. 

리커트 척도는 응답이 간편하며 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심리적 크기

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경관 평가에도 많이 

이용된다. 경관 평가에서는 5개 구간에 제한받지 않고 10개 구간 이내

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경관미를 

평가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간의 개수는 10점으로 하

여 평가자의 심리적 크기를 더욱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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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 고찰

2.4.1 모텔 관련 선행연구

먼저 국내의 모텔 관련 선행연구 중 모텔의 제도·정책 관련 연구(김

남욱, 2002; 조성규, 2002; 주정갑, 2002)는 러브호텔이 난립하며 전국

적으로 주거·교육 환경을 해치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에 특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업주들의 재산권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교육환경권, 행복추구권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러브호텔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러브

호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며 부띠끄 모텔이 출현하고 모텔이 

젊은 층의 놀이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모텔 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이안나, 2013)와 시대

에 따른 모텔의 변화과정을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통해 고찰한 연구

(이나영, 2012)가 있었다. 

한편, 모텔을 대상으로 한 도시·건축·조경 분야의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현경진(2008)은 광주 상무지구의 모텔 현황을 조사하여 

모텔 저층부의 리모델링 및 모텔 밀집지역의 블록화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오춘근(2015)은 창원시 

모텔의 평면구조 및 외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텔을 도

심상업지역과 도심외곽으로 구분하여 평면구조 및 외관 차원에서의 차

이점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일본의 러브호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러브호텔이 

처음으로 생겨난 일본에서도 러브호텔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러브호텔 연구 중에서는 김익견의 ‘러브호

텔 진화론(2008)’과 ‘성애 공간의 문화사(2012)’ 등이 대표적으로, 전국 

러브호텔 객실에 대한 답사 및 업계 종사자 인터뷰, 신문 및 잡지 조사 

등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일본 러브호텔의 변화 및 업계의 전후 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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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일본의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크게 

러브호텔 거리의 형성 과정 및 요인에 대한 연구와 러브호텔의 입지 

특성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러브호텔 거리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로 坂内良明(2006)는 

러브호텔 지역의 형성 요인을 처음으로 고찰하여 우구이스다니, 이케부

쿠로니시구치, 유시마, 마루야마쵸 4개의 러브호텔 거리를 대상으로 그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4개의 사례를 ‘도심의 역 근처이면서 블

록의 형상과 위치가 알맞아 러브호텔 거리가 생성되는 경우’, ‘화류계 

업종·야간 활동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 블록 모양과 관

계없이 생겨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大矢正樹(2008)는 러브호텔 거리의 형성 요인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였는데, 먼저 러브호텔 거리를 정의하고 입지 장소에 

따라 도시형과 교외형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는 러브호텔 거리

의 형성 요인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먼저, 잠재적인 

러브호텔 수요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하였으며, 둘째로, 잠재적인 

러브호텔 수요를 표면화시키는 구체적인 장치가 러브호텔이지만 그 공

급 양식은 시대마다의 경제·문화에 의존하고, 셋째로, 러브호텔 거리의 

형성 요인은 경영자에게 집적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한 잠재적인 러브호텔 수요는 해당 지역의 인구와 비례하는 관계에 있

음을 회귀 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重永瞬(2015)는 이쿠타 신사가 위치한 이쿠타 지역에 러브호텔 거

리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이쿠타 지역에 관한 역사 자료를 검토함으로

써 밝혀내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신사가 본래 불법이어야 할 유곽을 보

호하였기에 창가의 거점이 되었으며, 에도 시대부터 이쿠타 신사 주변

에 성업했던 찻집들을 기반으로 러브호텔 거리가 생겨났다는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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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러브호텔의 입지 특성을 고찰한 연구로 立入綾馬(2009)는 

오사카시, 교토시, 시가현을 대상으로 러브호텔의 입지조건을 분석하였

다. 먼저, 러브호텔이 밀집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 원인의 

하나로 풍속 영업 법의 단속이 적은 유흥가 등에 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러브호텔을 IC/JCT 따라서 형성되는 교외형, 

도시의 번화가에 형성되는 도시형으로 구분하였다. 

水上敬太(2009)는 교토시 및 교토시 남부 인터체인지 부근을 대상

으로 풍속 숙박시설(러브호텔을 의미)의 입지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그는 러브호텔 유형의 비율과 인구 당 자동차 보

유 대수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특히 모텔형(교외형) 러브호텔이 더 많이 입지한다는 것이다.  

2.4.2 경관분석 관련 선행연구

가로경관을 분석한 연구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인 어의구

별척을 사용한 연구를 고찰하였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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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내용

김지혜�외

(2009)

가로환경이� 가로경관의�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SD법과�

공분산구조분석을�통해�밝혀내었다.

이재원

(2004)

가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주요� 인자를� 경관형용사를� 적용한� 설문

을� 실시하여� 추출한� 결과,� 쾌적함과� 번화함을� 만드는� 인자에� 의해

서�많은� 영향을�받는다는�것을� 알아내었다.

최임주

(2003)

CG� Simulation을� 통해� 가로경관의� 변인을� 조절하여� 그에� 따른� 선

호도� 변화� 및� 심리적� 특성� 변화를� 경관형용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허유민

(2014)

화교를� 대상으로� 경관형용사를� 통해� 설문하여� 관광형� 차이나타운과�

생활형� 차이나타운의� 경관특성� 및� 선호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차이

나타운의�관리� 방향을�제시하였다.

주신하�외

(2012)9)

경관형용사를�이용하여� 서울에서� 최근� 조성된�인공형� 및� 자연형� 도

시하천의�경관특성을� 비교하고�요인분석,� 군집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연성,� 자연성,� 다양성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특

히� 정연성� 측면으로� 하천경관을� 조성·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알아내었다.

표� 3� 경관분석�관련�선행연구

국내외의 모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모텔과 관련하여 꾸준

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텔의 

외관 혹은 모텔촌의 가로경관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모텔촌의 가로경관특성을 분석하는 것

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가로경관분석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방법론인 어의구별척을 이용한 경관분석의 유

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경관 연구에서 폭 넓게 사용되며 

경관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이

와 같이 경관의 다양한 측면을 대중의 평가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효

과적임을 확인하였다. 

9) 가로경관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경관형용사를 이용하여 두 하천의 경관특성을 비교한 방법
론을 본 연구에서 참고하여 활용하였기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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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촌 모텔촌의 경관요소 분석

3.1 신촌 모텔촌의 개요

3.1.1 신촌 모텔촌의 역사

신촌 모텔촌의 형성은 1980년대 후반 청년문화의 중심이었던 신촌

에 대자본이 유입되고 상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신촌은 당시 번영했던 음악 감상실과 술집을 바탕으로 한 서울 

청년문화의 중심이었다. ‘월간 팝송’, ‘핫뮤직’과 같은 음악 전문 매체가 

수만 부의 판매고를 자랑하며 황금기를 맞이했고 신촌블루스가 대학가

를 휘어잡았다. 그러나 신촌의 4년여에 걸친 영화는 대자본이 유입되고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끝이 났으며, 이 때 식당가와 모텔촌이 큰 규모로 

형성되었다.10) 

신촌에 모텔촌이 생겨나고 오늘날까지 성업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모

텔촌이 된 것은 모텔의 입지로 적합한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연

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교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고, 일산, 파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과 김

포, 강화 등 서북부 지역과의 교통연결성도 우수한 편으로 2호선과 경

의선, 다양한 버스노선이 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음식점 및 술집이 

분포하고 있어 모텔 이용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현재까지도 모텔운영자들의 선망지역이다.11)

현재 신촌 상업지역 내에는 현재 약 40개의 모텔이 영업 중이며, 

2014년 1월 완공되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연세로에서 100m 내

외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이면가로(연세로2가길, 연세로2나길, 연세

로2길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면적이 작은 관

계로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도보로 

10) <돈 냄새와 정욕에 질식한 예술의 거리>, 프레시안, 11.07.22
11) 출처: 모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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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3.1.2 신촌 모텔촌의 도시계획 현황

경관의 특성 및 수준은 법·제도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에, 어느 지역

의 경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대상지에 모텔촌이 입지하여 모텔촌의 

가로경관이 생겨난 것에 영향을 미친 도시계획 현황(용도지역, 학교환

경위생정화구역)과 모텔촌의 경관을 관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지구단위계획)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용도지역

대상지에는 신촌역을 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이 넓게 지정되어 있어 

모텔촌도 이 범위 내에 입지하여 있으며, 모텔촌 북쪽의 연세대 주변으

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그림 5). 

그림� 5� 신촌�모텔촌�일대의�용도지역�현황� (출처:� 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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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71조 용

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라 숙박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제한되어 있다(표 4).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

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5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으나, 신촌 모텔

촌의 경우에는 바로 북쪽의 다세대주택지역과 50m 이내인 거리에도 

모텔이 다수 건축되어있다. 이는 해당 모텔들이 국계법 및 서울시 조례

가 개정되기 전에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주거지역에서 50m 초과 

200m 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데, 현재 

신촌 대학가의 이미지 및 연세로 사업을 바탕으로 한 향후 계획을 생

각해봤을 때 앞으로 모텔 건축이 허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

다. 신촌 모텔촌에 위치한 모든 모텔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안에는 

위치하므로 앞으로 신촌 모텔촌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Ÿ 숙박시설�건축�불가 Ÿ 숙박시설�중�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건축�불가

1)�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

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

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으로부터� 50m�밖에� 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은�가능

2)� 일반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

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

는�것은� 가능

Ÿ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또는�형태가�주거환경·교육환경�등�주변환경에�맞지�

않다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건축� 또는�용도변경을�제한할�수�있다.

표� 4�서울특별시의�용도지역�별�숙박시설�건축제한(국계법�시행령�별표�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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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으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

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

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신촌 모텔촌의 모텔들은 대

부분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6).

그림� 6� 신촌�모텔촌�일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황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설치 가능하다. 또한 정화구역은 정화구

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촌 모텔

촌이 위치한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서울창천초등학교장의 관리하에 있

다.

신촌 모텔촌에 속한 대부분의 모텔들은 서울창천초등학교·창천중학

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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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구단위계획

현재 신촌 모텔촌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며,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

(2013.9.2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해

당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사항 중 모텔촌의 가로경관요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외관 관련 규제·권장 사항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신촌 모텔촌 구역은 따로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표 5의 규제·권장 사항이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된 유일한 사항이다. 

건축물

외관

∙ 건축물의�외벽은�원칙적으로�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
해하지�않도록�함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처리를�하여�당해� 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제외)

∙ 건축물�외벽�재료는�자연스러운�재질� 및� 색채이용�권장
∙ 1층에�차양시설의�설치�및�창문부착�광고물을�금지
∙ 1층은� 소규모� 점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1층� 점포의� 입면� 폭은�
9m� 이하로�할�것을� 권장

표� 5� 신촌지구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에�따른� 건축물의�외관�규제·권장�사항

전반적인 가로경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권장 사항들이 포함되

어 있으나 모텔촌의 특성을 따로 염두에 두고 작성된 부분은 없으며 

각 권고사항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예컨대 3면 이상의 벽면에서의 

통일성 기준이라거나 건축물 외벽 재료의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

용 권장 기준은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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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먼저 용도지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살펴본 결과 신촌 모텔촌

에서 일반숙박시설 건축·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계획

위원회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그 절

차가 까다로우며,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 및 청년 창업의 중심으로 서

울시에서 육성할 계획이 있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앞

으로 모텔 건축이 허가될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신촌 모텔촌의 가로경

관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모텔들에 대한 경관관리가 더욱 중

요한 상황이다. 

신촌 모텔촌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았을 때 건축물 외관 등 경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으나 모텔촌을 따로 염두에 두지는 않았으

며 특별계획구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로경관

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향후 신촌 모텔촌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거나 모

텔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구체화 할 때 모텔촌 경관관리의 기

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3장 및 4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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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촌 모텔촌 현황

3.2.1 도로 현황

도로명 위계 도로폭(m) 도로길이 주요�입면이�위치한�모텔

신촌로 1차�종속 6.0 60.0 15

연세로2길

주도로 8.0 553.0
8,� 9,� 10,� 11,� 12,� 13,�

14,� 35

1차�종속(1) 4.0 48.0 33,� 36

1차�종속(2) 4.0 72.0 18,� 34

연세로2가길
주도로 8.0 115.0

7,� 26,� 27,� 31,� 37,� 38,�

39

1차�종속 4.0 56.0 -

연세로2나길
주도로 6.0 429.0

2,� 3,� 16,� 19,� 20,� 24,�

25,� 29,� 30,� 32,� 40

1차�종속 4.0 55.0 1

연세로2다길
주도로 7.0 509.0 17

1차�종속 4.0 82.0 4,� 5

연세로4길
주도로 8.0 504.0 6,� 21

1차�종속 4.0 69.0 22,� 23

표� 6� 신촌�모텔촌을�통과하는�도로� 현황

그림� 7� 신촌�모텔촌을�지나는�도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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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면� � � 적 높

이

(m)

층

수
D/H대지면

적(㎡)

건축면

적(㎡)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1 130.9 87.2 66.63 390.5 234.6 14.95 4 0.27

2 148.8 108 72.67 772.8 455.36 18.7 7 0.32

3 155 90.5 58.37 472.4 291.87 미기재 5 미기재

4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348.6 미기재 미기재 3 미기재

5 152.2 89.7 58.93 538.1 294.66 미기재 5 미기재

6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1312 미기재 미기재 4 미기재

7 208.2 123 59.3 1786 764.82 45.6 13 0.18

8 595.1 278 46.71 1811 233.26 16.8 5 0.48

9 230.8 159 68.87 1215 457.25 18.8 7 0.43

10 147.4 112 75.96 1077 623.09 25.4 9 0.31

11 231.1 138 59.78 1448 556.54 28.6 10 0.28

12 262.5 136 51.65 1154 341.84 25 8 0.32

13 109.4 65.5 59.83 317 230.34 미기재 3 미기재

14 306.7 183 59.67 1744 508.36 24.4 9 0.33

15 153.4 91.9 59.92 906.7 531.16 28.45 9 0.21

16 335.1 201 59.99 1604 423.78 22.5 8 0.27

17 183.8 108 59.02 780.1 352.49 19.6 7 0.36

18 95.02 67.9 71.44 580.9 562.36 22.6 8 0.18

19 171.3 101 59.19 871 462.93 23.1 8 0.26

20 144.4 86.2 59.7 761.1 453.25 23.68 8 0.25

21
411 246 59.82 2114 461.22 24.7 9　

0.32

22 0.16

23 131.3 87.4 66.59 638.8 447.89 19.7 7 0.20

24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590.5 미기재 미기재 3 미기재

25 368.3 219 59.56 1695 446.71 29.62 9 0.20

26 359.3 207 57.65 985.8 221.19 13.1 4 0.61

27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998.5 미기재 미기재 6 미기재

28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995.7 미기재 미기재 6 미기재

29 160 95.9 59.91 799.8 451.45 23.25 8 0.26

30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529 미기재 미기재 4 미기재

31 309.1 185 59.89 1750 505.49 27.7 9 0.29

표� 7� 신촌�모텔촌�내�모텔�건축물�현황

신촌 모텔촌을 통과하는 도로 현황(표 6)을 살펴본 결과, 도로폭이 

4m에서 8m로 분포하고 있으며 보도가 따로 없는 보차혼용의 이면가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3.2.2 모텔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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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0 119 59.25 1353 532.11 26 10 0.23

33 190.6 120 62.95 996 409.94 19.9 7 0.20

34 247.1 147 59.68 1202 421.33 19.6 8 0.20

35 146.2 87.6 59.93 828.4 499.77 25.9 9 0.31

36 228.4 137 59.93 874.7 294.83 18.1 6 0.22

37 168 101 59.91 893.8 459.02 22.25 8 0.36

38 204.9 117 57.04 725.6 301.74 16.1 6 0.50

39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730.3 미기재 미기재 5 미기재

40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551.1 미기재 미기재 4 미기재

평균 222.11 132.13 60.96 1003.7 426.80 23.00 6.87 0.29

신촌 모텔촌 내 모텔 건축물 현황(표 7)을 살펴본 결과 건폐율의 평

균이 60.96%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최대 건폐율인 

6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의 평균은 426.80%이며 

평균 층수는 6.87층으로, 모텔촌을 통과하는 도로의 너비가 4미터에서 

8미터 사이임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빽빽하게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가로의 위요감을 나타내는 수치인 D/H비의 평균은 다

소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수치인 0.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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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관요소 분석

3.3.1 조사의 틀

경관요소 분석을 위한 조사에 앞서 조사의 틀을 설정한다. 건축물, 

도로, 수목, 가로시설물 등 여러 경관요소 중 모텔촌의 경관요소를 추

출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텔 건축물이다. 따라서 모텔촌의 경

관요소 분석은 신촌 모텔촌에 위치한 모텔 건축물의 건축적 특징을 대

상으로 한다. 모텔촌의 가로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는 

건축적 특징들을 선별한 결과 색채, 입면 특성, 출입구가 중요한 요소

로 판단되었다. 각 요소를 선별한 근거 및 조사 결과를 분류할 체계를 

서술할 것이다. 

1) 색채

색채는 인간이 도시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그 자체의 단일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형태적 색채로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건축물의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외부색채는 기능적, 형식적, 

그리고 상징적인 용어로서 환경의 시각적 특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건

축에 적용되어진 색의 경험은 그것을 인식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색채는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에서 신중히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다.(조은주, 2010) 

현재 우리나라 상업지역 건축물들의 외부 색채는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고, 대부분 건축주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

라서 각 건축물의 상업적 매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상업

가로의 조화성이 떨어져 가로경관이나 도시미관이 저해되므로 장기적

으로 봤을 때는 상업 활동에 있어서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시

가로 설계에 있어 색채를 설계요소의 하나로 포함시켜 계획하는 것은 

전체 가로 경관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주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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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따라서 신촌 모텔촌에 대해서 모텔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조사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표준 체계로 채택하고 있는 

먼셀(Munsell) 표색계(그림 8, 그림 9)를 기준으로 건축물 입면 색채를 

분류코자 한다. 먼셀은 색채(Color)는 색상(Hue), 명도(Value), 채도

(Chroma)의 3개의 속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색상은 R(빨

강), Y(노랑), G(녹색), B(파랑), P(보라)의 기본 5색에 YR(주황), GY

(연두), BG(청록), PB(남색), RP(자주)의 간색을 더하여 합계 10종을 

기본 10색으로 하였다. 

그림� 8� 먼셀�색상환

그림� 9� 먼셀의�명도와�채도

주조색은 배색의 기본이 되는 색으로, 약 60~70% 면적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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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은 부분의 색이다. 보조색은 색채계획 시 전체 면적의 20~30%

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주조색을 보완해주는 색이다. 보조색은 한가지 

또는 여러 색인 경우가 있지만 주조색과 색상이나 톤의 차를 작고 유

사하게 하면 통일감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강조색은 전체 면적의 

5~10% 정도를 차지하도록 사용되어 전체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에서 강조하는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전체 분위기에 생명력을 심어 주

는 역할을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모텔 건축물 입면의 경우, 보조색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조색과 강조색을 분석한다. 이 경우  

외벽면의 대표 색채를 주조색으로, 옥외광고물의 대표 색채를 강조색으

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이는 색 배합에 있어 주조색 및 강조색의 개념

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측색방법으로는 Sony NEX-5T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후, Color 

Manag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GB값을 측정한 뒤 Munsell 

Con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GB값을 먼셀 색상, 명도, 채도 값

으로 변환하였다. 

2) 입면 특성

입면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인 건축물의 외장재는 방수, 

내구성과 같은 기능적인 역할과 건축물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

록 하는 미적인 역할을 한다. 외장재로는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재료가 

사용되며 그에 따라 건물의 외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텔촌의 

건축물 외장재가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종

류는 석재, 벽돌, 타일, 유리, 콘크리트, 금속판넬, 프라스트류 등으로 

다양하다(전학용, 2000). 조은주(2010)의 경우, 마감재(외장재)를 벽돌, 

12) 색채용어사전, 박연선, 국립국어원, 2007, 도서출판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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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콘크리트, 석재, 유리, 타일, 금속, 판넬, 기타로 구분하였다. 

또한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창문은 내부공간이나 외부공

간에서 다른 공간을 볼 수 있는 바라봄의 대상이 되며, 다른 전망 및 

환경을 제공하고 빛, 바람, 공기 등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할 수 있게 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중재

자적 역할을 담당한다.(김정환, 2006) 모텔 건축물은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에 따른 용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창문의 노출이 적은 폐쇄적인 입

면을 가지리라 생각된다. 모텔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외부 세계와의 단

절과 사적 영역을 원하는 특성이 있기에 창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이고, 이러한 특성이 건축 설계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현준(2015)의 저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따르면, 모텔과 

호텔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창문으로, 모텔은 최소한의 환기만 

될 정도로 창이 작은 반면 호텔의 경우 대부분이 창이 크며, 특급호텔

의 경우에는 전면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모텔 투숙객들은 남에

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지만, 호텔 투숙객들은 바깥 경치를 

보려고 하며 비싼 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

망도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3) 출입구 

모텔의 출입구에는 이용객의 출입 동선 보호를 위한 시설이 존재한

다. 이나영(2012)은 이를 러브호텔이 이전의 장급 여관과 차별화 된 점

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 가림막은 이용

객들이 호텔과 모텔의 차이를 인식하게끔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13) 

이는 러브호텔의 상징물로 통했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길고 지저

13) ‘한 O2O 서비스 업체의 대표는 “고객들은 호텔과 모텔의 차이를 성인용품과 성
인방송, 주차장 가림막이라고 인식하는데, 이런 인식의 간극을 걷어내지 않으면 
러브 모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였다.’ - <성인용품 없애면 
‘러브 모텔’ 이미지 벗을까>, 오마이뉴스,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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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게 설치되어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일부 지자체에서

는 정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14) 본 조사에서 신촌 모텔 건축물의 출

입 동선(주차장 및 출입구 현황) 및 고객의 출입 동선을 보호하는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3.3.2 조사 수행

2016년 11월19일, 11월20일에 걸쳐 신촌 모텔촌 40개 모텔을 대상

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도보를 통해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조사의 

틀에 따라 미리 작성한 조사지 표에 각 모텔 건축물의 입면 재질, 입면 

특성, 주차장 구조, 출입구 위치, 사적 영역 보호 시설의 유형을 기입하

였다. 그 후 2017년 1월 4일, 자연색 확보가 용이한 오전 10시에서 오

후 4시 사이에 Sony NEX-5T 카메라를 이용하여 색채분석을 위한 사

진을 촬영하였다. 

그림� 10� 경관요소�조사�대상지�모텔�현황

14) <해운대 모텔 투명해졌다… 209곳 주차장 가림막 모두 철거·간판 조명도 낮춰>, 
국민일보,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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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조사 결과

1) 색채

신촌 모텔촌 건축물의 주조색을 측색한 결과를 색상별 빈도(그림 

11), 색상별 명도 분포(그림 12), 색상별 채도 분포(그림 13), 명도-채

도 분포(그림14)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 � � 그림� 11� 주조색�색상별�빈도 � � � � 그림� 12� 주조색�색상별�명도� 분포

� � � � 그림� 13� 주조색�색상별�채도�분포 � � � � 그림� 14� 주조색�명도-채도�분포

그 결과 주조색의 색상은 YR, Y 중심의 난색계 및 B, PB, P 중심

의 한색계가 고루 분포하고 있어 다채로운 색상이 섞여있는 상황이었

다. 다만, 차갑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한색계가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별 명도 분포를 보면, YR, Y 등 난색계에서는 주로 고

명도의 색채가 주를 이뤘고, B, PB 등 한색계에서는 저명도의 색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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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뤘다. 색상별 채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색상에서 채도가 낮

게 분포되어 있으나 YR에서 일부 고채도의 색상이 주조색으로 나타났

다. 종합적으로 명도와 채도를 보면, 명도는 4-8사이의 중명도에 집중

되어 있으나, 1-3의 저명도에도 상당히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도는 대부분 0~2사이의 저채도에 집중되는 분포 현상을 보였다. 

그림� 15� 주조색이�난색계인�모텔

  
그림� 16� 주조색이�한색계인�모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색상은 다채로운 색상이 고루 분포하나 한색

계에 약간 치우쳐진 경향을 보이며 채도와 명도는 저채도에 중명도가 

주를 이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바탕색으로서의 명도와 채도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 모텔촌 가로경관의 강조색(옥외광고물의 대표 색채)을 측색한 

결과를 색상별 빈도(그림 17), 색상별 명도 분포(그림 18), 색상별 채도 

분포(그림 19), 명도-채도 분포(그림 20)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 � � 그림� 17� 강조색�색상별�빈도 � � � � 그림� 18� 강조색�색상별�명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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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9� 강조색�색상별�채도�분포 � � � � 그림� 20� 강조색�명도-채도�분포

그 결과 강조색의 색상은 R색상에 집중되어 있어 빨간색 계열이 옥

외광고물 색상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색상별 채도 분

포를 보았을 때 R색상의 채도는 8-15의 고채도 영역에 과반수가 속하

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고채도의 붉은 계열이 옥외광고물의 색채의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별 명도 분포를 보면 붉은색 계열에서

는 3-6사이의 저, 중명도가 주를 이루고 PB색상에서는 6 이상의 고명

도가 많이 나타난다. 명도-채도 분포를 보면 주조색과 마찬가지로 0-3 

사이의 저채도가 많이 나타나긴 하나 고채도-중명도의 군집도 나타나 

다소 자극적인 색채의 옥외광고물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정리해보면, 신촌 모텔촌 가로경관에서의 강조색 색채는 고채도-중

명도의 R계열과 저채도-고명도의 PB계열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유형

과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배색

을 먼셀의 색채 조화론15)에 입각하여 평가하자면, 명도와 채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며 색상 간의 관계 측면에서도 동일 색상도, 보색 관계도 

아니기에 배색이 조화롭지 않다. 따라서 모텔촌의 옥외광고물 색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15) 평균 명도가 N5가 되는 색들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중간 정도 채도의 보색은 
동일 면적으로 배색할 때 조화를 이룬다. 동일 명도이면서 채도가 다른 보색의 경
우 저채도는 넓게, 고채도는 좁게 배치해야 조화를 이룬다. 명도는 같으나 채도가 
다른 색들은 조화를 이룬다. 채도는 같으나 명도가 다른 색들도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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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면 특성

외장재�종류 개수 비율(%)

석재 18 32.14

타일 12 21.43

콘크리트 7 12.50

금속�루버 6 10.71

플라스틱 5 8.93

벽돌 3 5.36

시멘트 3 5.36

금속 2 3.57

유리 0 0.00

합계 56 100

표� 8� 모텔의�외장재�현황

외장재(표 8)의 경우 석재가 32.4%, 타일이 21.4%를 차지하여, 상

업지역 건축물의 외장재를 연구한 타 논문16)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라스틱과 금속 루버의 

경우, 상업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재질은 아니지만 모텔촌에서는 

일부 모텔의 입면에서 창문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그림 

21). 

그림� 21� 모텔�입면의�금속�루버

 

16) 조은주(2010), 도심 상업지역 가로변 건축물 외관의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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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입면의 창문 유형(표 9)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 입면에 창문이 

없어 폐쇄적인 입면을 가진 유형과 창문이 소극적으로, 작게 표현된 유

형, 그리고 슬라이드 창 등 개방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창문이 노출되어 있는 유형으로 모텔의 입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표 10). 특히 창문이 없는 유형이 전체의 40%, 창문이 소극적

으로 표현된 유형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입

면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입면의�창문�유형 개수 비율(%)

유형I:� 창문이�없는� 유형 16 40

유형II:� 창문이�소극적으로�표현된�유형 19 47.5

유형III:� 창문이�노출되어�있는� 유형 5 12.5

합계 40 100

표� 9� 모텔�입면의�창문�유형

유형I:�

창문이� 없는�유형

유형II:�

창문이�소극적으로�표현된�유형

유형III:

창문이�노출되어�있는�유형

표� 10� 모텔�건축물�입면의�창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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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구

출입구 유형(표 11)의 경우, 전체 모텔 건축물 중 67.5%인 27개의 

건축물에서 자동차를 통한 주차장 진입 후 주차장에서 바로 프론트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가로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경우

는, 주차장이 노상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필로티나 차폐벽 

내부에 있어도 주차장에서 나와 가로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진

입해야 하는 경우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텔에서 주차

장을 통해 바로 프론트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모텔 이용객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신촌 모텔촌에 

위치한 대부분의 모텔 건축물에서 나타난다. 

출입구�유형 개수 비율(%)

가로를�통해서만�출입이�가능한�경우 13 32.5

주차장을�통해서만�출입이�가능한�경우 7 17.5

가로와�주차장으로�모두�출입이�가능한�경우 20 50.0

합계 40 100

표� 11� 모텔�출입구�유형

모텔 건축물의 출입구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출입자의 사적 영

역(private territory)을 보호하는 시설(표 12)인 가림벽과 가림막(그림 

22)이다. 이는 모텔의 외관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

이며, 고객의 입장 동선을 최대한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전체 모텔 중 58%인 23개의 모텔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림벽을 설치한 모텔은 전체의 47.5%, 가림막을 설

치한 모텔은 전체의 22.5%이었다. 가림벽에 가림막을 함께 설치해 놓

은 경우도 있었지만, 가림막 없이 가림벽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혹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필로티에 가림막을 달아놓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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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영역� 보호시설�유형 개수 비율(%)

가림막을�설치한�모텔 9 22.5%

가림벽을�설치한�모텔 19 47.5%

보행자�가림벽을�설치한�모텔 5 12.5%

사적�영역� 보호시설이�없는�모텔 17 42.5%

전체�모텔� 수 40 100

표� 12� 사적�영역�보호시설�유형

그림� 22� 차량을�통한� 출입을�가리기�위한�가림벽�및�가림막

이러한 사적 영역 보호시설은 표 1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외

부에 폐쇄적인 주차장 형태와 공존하며 출입자의 사적 영역을 보호한

다. 전체 모텔 40개 중 노상 주차장만을 가진 5개와 주차장이 없는 2

개를 제외한 33개의 모텔에서 외부에 폐쇄적인 주차장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행자 이용객이 주를 이루며 대지면적이 좁아 주차장 확보가 쉽

지 않은 신촌 모텔촌에서도 주차장의 설치와 차량 이용객의 동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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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주차장�유형 개수 비율(%)

가림벽�내부�주차장 11 27.5%

필로티�내부�주차장 10 25.0%

노상�주차장 5 12.5%

기계식�주차장 1 2.5%

가림벽� +� 필로티 6 15.0%

필로티� +� 노상 2 5.0%

필로티� +� 기계식 2 5.0%

가림벽� +� 기계식 1 2.5%

주차장�없음 2 5.0%

합계 40 100

표� 13� 모텔�주차장�유형

한편, 신촌 모텔촌에서는 보행자 이용객이 주를 이루는 특징으로 인

하여 보행자 가림벽(그림 23)을 설치한 모텔도 5개가 있었다. 이러한 

보행자 가림벽은 보행을 통해 출입시 공적인 공간인 가로와 사적인 공

간인 모텔 내부의 완충 지대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23� 보행자의�출입을�가리기�위한�가림벽

  



- 45 -

4. 신촌 모텔촌 가로경관의 이미지 특성 분석

4.1 분석의 개요

4장에서는 신촌 모텔촌 및 주변 상업지역 각각을 촬영한 사진들에 

대한 경관미 및 경관형용사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여 기술통

계량 분석, t검정, 요인분석, 군집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표 14). 

4장에서는 신촌 모텔촌 뿐만 아니라,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신촌 상

업지역에 대해서도 경관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는 인근 상업가로 가로경관과의 비교 분석

을 통해 모텔촌 가로경관 이미지의 절대적인 성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

인 성질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촌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마주하

게 되는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인근 상업가로를 통과하여 오기에 이러

한 비교를 통해 모텔촌의 가로경관 이미지 특성과 경관관리 측면의 시

사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표� 14� 4장의� 내용�및�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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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의 틀

4.2.1 시각 자료 구성

모텔촌 가로경관의 경우, 최대한 모텔이 많이 밀집한 가로에 조망점

을 선정하면서도(M2, M3), 상업가로가 위치한 곳에서 모텔촌 방향으

로의 사진(M1, M4, M5)을 촬영함으로써 실제 신촌 상업가로 방문자

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15, 그림 24). 

상업가로경관의 경우, 가장 통행량이 많은 연세로 및 연세로 사거리 

주변의 경관 사진을 촬영하였고(C1, C2, C3), 또한 이용객 수가 많으

면서도 모텔촌과 스케일이 유사한 먹자골목(C4, C5)을 촬영하였다(표 

15, 그림 24).

사진은 15~16시에 촬영하였으며, 모든 사진에 대해 동등한 촬영조

건과 눈높이 1.5m를 유지하였다. 또한 가로경관의 수평적 요소와 수직

적 요소가 사진별로 유사한 구도를 가지도록 하여 사진 촬영에 따른 

변수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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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C1

M2 C2

M3 C3

M4 C4

M5 C5

표� 15� 분석� 대상�사진(모텔촌�및�인근�상업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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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분석�대상�사진� 촬영�지점�및�방향

4.2.2 설문지 구성

주신하(2003), 곽청천(2013), 구지연(2013), 김지희(2008), 이재원

(2004) 등 기존의 가로경관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경관 형용사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0개(답답한/시원한, 불안정한/안정적인, 

빽빽한/허전한, 불쾌한/상쾌한, 불안한/편안한, 조용한/시끄러운, 멋없는

/멋있는, 산만한/정돈된, 조화롭지못한/조화로운, 조잡한/세련된)를 선

별하였다. 그 후,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예비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여 

경관형용사의 적합도를 시험한 결과 빽빽한/허전한, 조용한/시끄러운의 

경우 가로경관의 건축적, 가로적 요소보다는 사진에 나타난 보행자 수

가 평가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있었다. 따라서 두 형용사 쌍

은 주신하(2003)의 분류에 따라 비슷한 분류(각각 개방감, 복잡성)에 

속한 막혀있는/트여있는, 획일적인/변화있는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에 사용된 경관형용사의 구성은 답답한/시원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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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안정적인, 막혀있는/트여있는, 불쾌한/상쾌한, 불안한/편안한, 획일

적인/변화있는, 멋없는/멋있는, 산만한/정돈된, 조화롭지못한/조화로운, 

조잡한/세련된으로 하여 7점 어의구별척(SD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사진에 대한 경관미 평가는 어떤 대상의 선호도를 평가할 때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10점 척도로 수행하도록 하여, 좀 더 평가가 수월하

도록 하였다. 

4.2.3 설문진행 및 분석 절차

설문은 사진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여 

총 65부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표 16)은 성별의 경우 

남성 39명, 여성 26명, 연령의 경우 10대 1명, 20대 49명, 30대 8명, 

40대 1명, 50대 6명이다. 전공자 여부의 경우 전공자 19명, 비전공자 

46명으로 나왔으며 54명이 방문경험이 있었고 11명이 없었다. 무작위 

추출을 수행하진 않았지만, 국내 경관관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전문가 여부에 따라 경관평가에 대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에(주신하 외, 2012) 무작위 추출된 표본

을 대상으로 한 경관평가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

다.

응답자의�사회적�특성 인원�수 비율

성별
남성 39명 60%

여성 26명 40%

나이

10대 1명 1.5%

20대 49명 75.4%

30대 8명 12.3%

40대 1명 1.5%

50대 6명 9.2%

전공자�여부
전공자 19명 29.2%

비전공자 46명 70.8%

표� 16� 응답자의�사회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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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 결과

4.3.1 기술통계량 분석

신촌 모텔촌과 상업가로의 사진별 경관 특성을 경관형용사와 경관미

의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표 17). 모텔촌의 경관미가 3.138, 상

업가로의 경관미가 5.083으로 모텔촌의 경관미가 상업가로에 비해 다

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형용사 쌍을 보았을 때, 모텔촌

은 특히 ‘답답한/시원한(2.283)’, ‘막혀있는/트여있는(2.286)’, ‘멋없는/

멋있는(2.406)’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며 상업가로와 차이를 보

였다. 이를 통해 신촌 상업가로의 방문자가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마주

하였을 때 주로 ‘답답하다’, ‘막혀있다’, ‘멋없다’, ‘불쾌하다’, ‘획일적이

다’ 등의 인상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사진 시원한 안정적인 트여있는 상쾌한 편안한 변화있는 멋있는 정돈된 조화로운 세련된 경관미

모텔촌

가로경관

슬라이드

M1 2.554 3.108 2.615 2.708 2.769 3.338 2.477 3.108 2.477 2.446 2.969

M2 2.154 3.431 2.231 2.692 2.923 2.738 2.000 3.662 3.015 2.615 2.831

M3 2.708 2.800 2.738 2.600 2.692 3.508 2.185 2.785 2.462 2.385 2.815

M4 2.262 2.677 2.062 2.538 2.600 3.108 2.185 2.631 2.631 2.369 2.908

M5 1.738 3.723 1.785 3.015 3.138 2.738 3.185 4.508 3.969 3.862 4.169

평균 2.283 3.148 2.286 2.711 2.825 3.086 2.406 3.338 2.911 2.735 3.138

상업가로

가로경관

슬라이드

C1 4.800 4.323 5.277 4.631 4.492 4.462 3.908 3.815 3.923 3.846 5.600

C2 5.600 4.708 6.031 5.000 4.769 4.769 4.523 4.462 4.569 4.462 6.615

C3 5.262 4.508 5.708 5.015 4.692 5.046 4.431 3.877 4.431 4.385 6.262

C4 3.662 3.415 3.785 3.477 3.523 3.985 2.969 2.831 3.185 2.662 3.785

C5 2.969 2.646 3.400 2.877 2.908 3.969 2.385 1.954 2.723 2.108 3.154

평균 4.458 3.920 4.840 4.200 4.077 4.446 3.643 3.388 3.766 3.492 5.083

표� 17� 사진별�경관형용사�및�경관미�평가�결과

모텔촌과 상업가로에 대한 경관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의 형용사 독립변수 및 경관미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8). t검정 결과, 정돈된/산만한 형용사 쌍을 제외하고는 모텔촌과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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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에 대해 경관 형용사를 이용하여 평가한 경관 특성의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시원한 안정적인 트여있는 상쾌한 편안한변화있는 멋있는 정돈된조화로운세련된 경관미

모텔촌
평균 2.283 3.148 2.286 2.710 2.824 3.086 2.406 3.338 2.911 2.735 3.138

표준편차 0.644 0.849 0.636 0.674 0.764 0.931 0.717 0.863 0.845 0.685 0.933

상업가로
평균 4.458 3.920 4.840 4.200 4.077 4.446 3.643 3.388 3.766 3.492 5.083

표준편차 .744 .762 .766 .713 .759 .878 .873 .918 .996 .861 1.273

T-test�

결과

t값 -17.82 -5.458 -20.678 -12.24 -9.37 -8.566 -8.830 -.315 -5.280 -5.55 -9.931

자유도 128 128 128 128 128 128 123.33 128 128 128 117.4

유의확률 0 0 0 0 0 0 0 0.753 0 0 0

표� 18� 사진별�경관형용사�및�경관미� t검정�결과

4.3.2 요인분석

모텔촌 및 상업가로 가로경관평가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9, 그림 25). 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방식

을 사용하였고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회전시켜 요인 구조의 적

합성을 높여 최종요인 행렬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이 0.912로 0.5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고 Bartlett의 구형성검정

에서 유의확률(p값)이 .05보다 작으므로 타당하다. 총 2개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이들 요인군은 전체 변량 중 전체 분산의 총 75.095%의 높

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불쾌한/상쾌한, 불안한/편안

한, 멋없는/멋있는은 성분 1, 2에 대하여 모두 0.5를 넘는 부하량을 가

져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요인 추출에서 제외하였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산만한/정돈된, 조화롭지않은/조화로운, 조잡한/

세련된, 불안정한/안정적인이 도출되었고, 전체의 39.834%에 대한 설

명력을 가졌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답답한/시원한, 막혀있는/트여있는, 

획일적인/변화있는이 도출되었고, 전체의 35.261%에 대한 설명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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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경관형용사에 의한 도시경관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제시한 주신하

(2002)에 따르면, 첫 번째 요인을 구성하는 경관형용사 쌍 중 조화롭지

않은/조화로운, 조잡한/세련된의 경우 인지적 특성 중 ‘조화성’과, 산만

한/정돈된, 불안정한/안정적인의 경우 ‘정연성’과 관련이 있다. ‘조화성’

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리는 성

질’17)이며, ‘정연성’의 경우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여서 ‘정연하

다’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짜임새와 조리가 있다’, ‘가지런하고 질

서가 있다’로 정의되어 있다. 이 경우, 두 단어가 거의 유사한 뜻을 가

지고 있지만 ‘조화성’이 ‘정연성’보다 더욱 널리 통용되는 단어인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조화성’의 사전적 정의와 인지적 특성 측면에서 ‘정

연성’에 해당하는 형용사인 ‘정돈된’ 및 ‘안정적인’과의 관계를 명제와 

역명제를 이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

시경관이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잘 어

울린다는 것이다’, ‘도시경관이 서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

린다는 것은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시경관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도시경관이 서

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린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것이

다’의 네 명제가 납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요인을 

‘조화성’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을 구성하는 경관형용사 쌍 중 막혀있는/트여있는, 답

답한/시원한의 경우 인지적 특성 중 ‘개방감’과 관련이 있고, 획일적인/

변화있는의 경우 ‘복잡성’과 관련이 있다. 인지적 특성에 따라 ‘개방감’

이 두 번째 요인을 설명하는 형용사들과 더욱 관련도가 높으므로 ‘개방

감’을 두 번째 요인을 명명하는 데에 채택하였다. 다만, ‘조화성’과 어

미를 일치시키고, 경관의 개방적인 성질을 묘사한다는 뜻을 담기 위해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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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개방성’ 으로 바꾸어 명명하였다.

구분
성분1 성분2

조화성 개방성

산만한

/정돈된
.887 -.015

조잡한

/세련된
.829 .287

조화롭지못한

/조화로운
.826 .251

불안정한

/안정적인
.703 .399

멋없는

/멋있는
.688 .535

불안한

/편안한
.608 .573

막혀있는

/트여있는
.275 .876

답답한

/시원한
.312 .854

획일적인

/변화있는
.035 .798

불쾌한

/상쾌한
.563 .689

고유값 3.983 3.526

분산설명(%) 39.834 35.261

누적설명(%) 39.834 75.095

신뢰도 .876 .863

표� 19� 요인분석�결과



- 54 -

그림� 25� 요인분석�성분�그래프

 

� � � 그림� 26� 요인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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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과 같이 조화성과 개방성을 각각 x축, y축으로 놓고 각 사

진을 표시하였을 때, 연세로 주변(C1,C2,C3), 먹자골목(C4,C5), 모텔촌

(M1, M2, M3, M4, M5)의 세 그룹 내에서 각 사진들의 경관 특성이 

유사하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3.3 군집분석

그림 26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군집수=4를 바탕으로 표 20에 

결과를 표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상업가로와 모텔촌의 경관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조화성보다는 개방성이 두 경관특성을 구분 

짓는 주요 요소임이 결과로 드러난다.  

사진�번호 조화성 개방성 경관미 공통�경관�특성

Type� 1 M1� M2�M3�M4 -1.2125 -1.332051 2.88075
러브호텔,� 좁은�가로폭,� 다수의�옥

외광고물,� 불규칙한�입면�

Type� 2 M5
0.01538

5
-1.912821 4.169

부띠끄�모텔,� 매우�좁은� 가로폭,� 차

분한�건축물�색채,� 절제된�옥외광

고물

Type� 3 C4� C5
-1.30961

5
-0.371795 3.4695

요식업�위주�업종,� 불규칙한�입면,�

다수의�돌출간판

Type� 4 C1� C2� C3
0.27564

1
1.217094 6.159

소매업�위주�업종,� 넓은� 가로폭,� 비

교적�질서정연한�간판,� 가로수�및�

기타� 가로시설물

표� 20� 군집분석�결과

그림 26에서 유추한 것과 유사하게 유형이 구분되었으나 M5는 

M1, M2, M3, M4와 다른 경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5 경

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좌우 두 모텔 건축물이 부띠끄 모텔로, M1, 

M2, M3, M4 경관의 주류를 이루는 러브호텔의 특징인 화려하고 독

특한 외관보다는 세련된 이미지의 외관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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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은 러브호텔이 주류를 이뤄 옥외광고물이 많고, 입면이 불규

칙하며, 건축물 색채 및 재질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화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띠

끄 모텔이 주류를 이룬 Type 2의 경우, 개방성은 Type 1보다 낮았지

만 조화성이 상업가로인 Type 4와 비슷할 정도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

었으며, 차분한 건축물 색채와 절제된 옥외광고물이 Type 1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를 보았을 때 Type 1을 경관미가 높은 Type 2와 같

은 경관유형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입면에 대한 리모델링 

촉진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조화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

로 하는 것이 유효하다. 조화성 대신 개방성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개

방성은 적절한 수준이지만 조화성이 나쁜 형태의 경관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 Type 3의 사례와 같이 경관미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Type 4의 경우, 4개 유형 중 조화성, 개방성, 경관미 측면에

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신촌 상업지역의 중심 상업가로인만큼 

2013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가

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김성은 외, 2015) 영향을 미친 

것이다. 

4.3.4 다중선형회귀분석

1) 전체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VIF

경관미

(상수) -.478

조화성 .907 .675 17.697*** .000 1.028

개방성 .340 .208 5.456*** .000 1.028

R^2� =� 0.545,� ***:� p<0.001,� **:� p<0.01

표� 21� 다중선형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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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표 21), 경관미에 대한 조화성의 표준화 계

수가 0.675, 개방성의 표준화 계수가 0.208으로, 조화성이 개방성보다 

경관미 평가에 다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4.3절의 소결을 뒷

받침한다.

2) 모텔촌과 인근 상업가로의 다중회귀모형 비교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

차
베타 공차 VIF

(상수) -.481 .188 -2.561 .011

답답한

/시원한
.077 .064 .055 1.201 .231 .504 1.983

불안정한

/안정적인
-.023 .051 -.021 -.458 .647 .514 1.947

막혀있는/트여있

는
.065 .064 .046 1.020 .308 .504 1.984

불쾌한

/상쾌한
.179 .070 .124 2.561 .011 .446 2.243

불안한

/편안한
.141 .064 .108 2.219 .027 .442 2.265

획일적인/변화있

는
.008 .041 .008 .207 .836 .764 1.310

멋없는

/멋있는
.443 .064 .338 6.867 .000 .431 2.319

산만한

/정돈된
.075 .050 .073 1.490 .137 .439 2.279

조화롭지못한

/조화로운
.132 .057 .117 2.325 .021 .416 2.404

조잡한

/세련된
.277 .060 .233 4.631 .000 .413 2.422

R^2� =� 0.672,� ***:� p<0.001,� **:� p<0.01

표� 22� 모텔촌의�가로경관�평가에�대한� 다중선형회귀모형



- 58 -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

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044 .200 -5.219 .000

답답한

/시원한
.040 .064 .028 .620 .535 .243 4.120

불안정한

/안정적인
.186 .058 .124 3.220 .001 .337 2.965

막혀있는/트여있

는
.148 .062 .106 2.412 .016 .258 3.874

불쾌한

/상쾌한
.079 .068 .052 1.167 .244 .252 3.975

불안한

/편안한
.160 .056 .105 2.875 .004 .375 2.665

획일적인/변화있

는
.066 .044 .041 1.512 .131 .671 1.491

멋없는

/멋있는
.430 .065 .298 6.597 .000 .244 4.091

산만한

/정돈된
-.031 .049 -.024 -.635 .526 .344 2.911

조화롭지못한

/조화로운
.214 .052 .155 4.118 .000 .353 2.832

조잡한

/세련된
.273 .060 .204 4.573 .000 .252 3.973

R^2� =� 0.843,� ***:� p<0.001,� **:� p<0.01

표� 23� 상업가로의�가로경관�평가에�대한�다중선형회귀모형

신촌 모텔촌(표 22)과 인근 상업가로(표 23)에 대해 경관미 평가 모

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그 결과 모텔촌에서는 경관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순서대로 멋없는/멋있는(0.338), 조잡한/세련된(0.233), 불쾌한/상쾌

한(0.124), 조화롭지못한/조화로운(0.117), 불안한/편안한(0.108)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근 상업가로에 대해서는 멋없는/

멋있는(0.298), 조잡한/세련된(0.204), 조화롭지못한/조화로운(0.155), 

불안정한/안정적인(0.124), 막혀있는/트여있는(0.106), 불안한/편안한

(0.105)이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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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관미 평가 모형을 비교해보았을 때, 멋없는/멋있는 및 조잡한/

세련된의 경관형용사 쌍은 모텔촌 및 인근 상업가로의 경관미를 평가

할 때 공통적으로 1순위, 2순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수이다. 그러나 

3순위 변수로 모텔촌의 평가에서는 불쾌한/상쾌한이 나타난 반면 인근 

상업가로의 평가에서는 조화롭지못한/조화로운이 나타났다. 불쾌한/상

쾌한의 경우 상업가로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상업가로 가로경관의 평가에서는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

록 하는 것이 경관미의 증진과 연관관계가 없었지만, 모텔촌의 가로경

관을 평가할 때는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관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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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먼저 기술통계량 분석을 시행하여 모텔촌의 경관미가 인근 상업가로

의 경관미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상업가로에 비

해 모텔촌의 가로경관은 ‘답답하다’, ‘막혀있다’, ‘멋없다’, ‘불쾌하다’, 

‘획일적이다’ 등의 느낌을 주었다.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더욱 효과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조화성, 개방

성의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고, 모텔촌 및 인근 상업가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모텔촌의 열악한 개방성이 두 경관특성을 구분 

짓는 주요 요소였다. 그에 비해 조화성의 경우, 모텔촌이 연세로 주변

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먹자골목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약간 높았다. 

경관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수행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의 결과, 모텔촌의 경관미는 개방성보다는 조화성에 더 크게 

좌우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방성보다는 조화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모텔촌의 가로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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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모텔촌의 가로경관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촌 상업

지역 모텔촌을 대상으로 경관요소를 분석하고, 경관형용사를 이용하여 

가로경관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3장의 경관요소 분석에서는 모텔 건축물을 대상으로 색채, 입면 특

성, 출입구 특성을 조사하였다. 

색채의 경우 주조색과 강조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주조색

의 색상은 난색계와 한색계가 고루 분포하였지만 한색계가 조금 더 많

았다. 색조는 주로 중명도 저채도의 특성을 띄어 전반적으로는 배경색

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조색의 경우에는 고채

도-중명도의 R계열과 저채도-고명도의 PB계열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유형은 먼셀의 색채 조화론에 따

르면 조화롭지 않은 배색으로, 옥외광고물 색채 측면에서의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면 특성의 경우 재질은 빈도 순서대로 석재, 타일, 콘크리트, 철제 

루버, 플라스틱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상업 건축물들

과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창문을 가리기 위한 용도인 금속 루버 및 

플라스틱이 특징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입면의 창문 유형을 조

사하였을 때, 창문이 없는 유형과 소극적으로 표현된 유형이 전체의 

87.5%로 나타나 신촌 모텔촌 전반에서 폐쇄적인 입면이 주를 이룸을 

확인하였다. 

출입구 특성의 경우, 대부분의 모텔 건축물에서 출입자의 사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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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는 구조 및 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68%의 건축물에

서 주차장을 통해 바로 프론트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로 되어 있

었으며, 주차장 위치 또한 78%의 건축물에서 가림벽 내부, 프론트 출

입구와 연결된 필로티 내부 등에 설치하여 가로와 차단되어 있는 구조

였다. 또한 가림벽, 가림막 등 건축물 출입자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시설을 갖춘 모텔이 58%로 나타났다. 가림벽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방문과 보행을 통한 방문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4장 모텔촌 가로경관의 이미지 특성 분석에서는 신촌 상업지역 모

텔촌 및 인근 상업가로를 대상으로 경관 형용사를 이용하여 경관 특성

을 비교함으로써 모텔촌 가로경관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텔촌의 경관미가 3.138, 인

근 상업가로의 경관미가 5.083으로 모텔촌의 경관미가 인근 상업가로

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인근 상업가로에 비해 

모텔촌의 가로경관은 ‘답답하다’, ‘막혀있다’, ‘멋없다’, ‘불쾌하다’, ‘획일

적이다’ 등의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

시한 결과, 경관미의 차이 및 경관형용사 측정의 차이는 정돈된/산만한 

형용사쌍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조화성, 개방성의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고, 

모텔촌 및 인근 상업가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모텔촌의 

열악한 개방성이 두 경관특성을 구분 짓는 주요 요소였다. 그에 비해 

조화성의 경우, 모텔촌이 연세로 주변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먹자골목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약간 높았다. 

경관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수행한 다중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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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의 결과, 모텔촌의 경관미는 개방성보다는 조화성에 더 크게 

좌우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방성보다는 조화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모텔촌의 가로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3장과 4장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경관요소 분석을 통해 확

인한 모텔촌의 경관요소 중 폐쇄적인 입면과 출입구는 개방성과 관련

이 있어 경관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축

물 입면의 색채,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조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

후 모텔촌의 가로경관을 관리하는 데에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색

채계획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방성이 낮다는 것은 용적률 기준이 높은 상업지역 내에서 

폭이 좁은 이면가로에 입지한 모텔촌의 가로경관적 특질이므로 개선이 

쉽지 않은 요소이다. 또한 2015년에 도로사선제한도 폐지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건축

물 높이가 도로 폭의 10배까지 달할 수 있어(홍경우 외, 2015) 모텔촌

에서 개방성을 갖도록 규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

서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제한을 통해 최소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서도, 

주로 색채계획을 통한 색채조화 추구, 리모델링 촉진, 옥외광고물 정비 

등 조화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모텔촌에서의 가로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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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본 연구의 한계로는, 모텔촌의 야간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

다. 모텔촌은 네온사인 간판 및 경관조명의 효과로 인해 야간에는 특성

이 다소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모텔촌 가로경관 분석의 대상지를 신촌 모텔촌으로 한정하여 

한 것이 연구의 한계이다. 특히, 신촌 모텔촌은 타 모텔촌에 비해 보행

자 이용객이 많으며 젊은 층의 시각을 반영하기에 가로경관의 질이 상

대적으로 좋은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모텔촌의 경관적인 문제점을 찾아

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모텔촌에 대한 경관분석을 통한 모텔촌 경관 

유형 정립, 모텔촌의 야간경관에 대한 고찰 등의 추가적인 연구 과제가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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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설문지18)

18) Google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기에, 화면 캡처를 통해 부록에 수록하
였다. 사진에 대한 설문은 10개 중 1개만 예시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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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Streetscape of Motel Districts

- Focused on Sinchon Motel District -

Park, Jung Hwa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otels are commonly built close to each other, forming clusters 

which are normally denominated as ‘motel districts’. Motel districts 

in Korea have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for their possible 

adverse effects on educational environmen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urban landscape. In particular, because most of the motel 

districts tend to locate near prospering commercial districts, some 

local governments presented solutions such as promoting the change 

of use. However, regarding the impracticability of actually scaling 

down motel districts by legal procedure and the ubiquity of the 

demand for motels, it is inappropriate to directly regulate motel 

districts. 

In this kind of situation,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m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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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s through improvement of the streetscape can be a suitable 

solution in that it is practicable without hindering the motel 

industry. However, the preliminary knowledge of the streetscape of 

motel districts is very insufficient since nearly any research about 

the subject had been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eetscape of motel districts. Specifically, it seeks to figure ou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motel districts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features of most other types of urban spaces, 

and to assess the image of motel districts’ streetscape. 

A summary of the analysis and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written below. 

In chapter 2, preliminary studies about motels, motel districts, 

theories for landscape analysis, and advanced researches were 

conducted. First, the concepts of a motel and a motel district were 

def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tel buildings’ exteriors were 

comprehended. Then the theories on streetscape analysis were 

researched, and a methodology using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was selected as a main method of the streetscape analysis in this 

study. Finally, an analysis and arrangement of advanced research 

on motels were done in order to prove the distinctiveness of this 

pap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otel district, the features of building facades and entrances were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inherent character of motels, the 

need to protect privacy. 88% of total motel buildings had fa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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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ither no windows or reduced-size windows. In the case of 

entrances, 58% of total motel buildings had facilities, such as 

curtains or gates,  to protect the privacy of guests. Furthermore, 

most of the motels enabled guests to move directly from parking 

lot to lobby, without being exposed to outsi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olor distribution of the motel district, the dominant 

colors of motels’ facades were mainly distributed in mid-value and 

high-chroma range, which indicates a success as background 

colors. However,  in the case of accent colors, they turned out to 

be in a disharmony of colors, according to Munsell’s color 

harmony theory. 

In chapter 4, the image of motel districts’ streetscape were 

assesse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image of a nearby 

commercial district and the motel district. The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analysis showed that the beauty of the streetscape 

of the motel district were lower than that of the nearby 

commercial streets, and that the streetscape of the motel district 

were evaluated to be more ‘suffocating’, ‘closed’, ‘dull’, 

‘unpleasant’, and ‘uniform’. The results of t-test prov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ages of the motel district and the nearby 

commercial district.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ignified that there were two 

factors, index of harmony and index of openness, in evaluating the 

image of the motel district. Amongst two, the difference of the 

latter were the main distinctiveness between the motel district and 

the nearby commercial streets. The result of multiple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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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dex of harmony were much 

more crucial in the aesthetic judgement of the beauty of the motel 

district. By combining the results of chapter 3 and chapter 4, it 

can be shown that the features of building facades and entrances, 

which are related with index of openness, don’t affect the aesthetic 

assessment of motel districts. On the other side, colors of building 

facades and outdoor advertisements, which are in close relationship 

with the index of harmony, are regarded highly in the assessment 

of motel districts.

This research is distinctive from advanced researches on motels 

in that it conducted specific analyses on the streetscape of motel 

districts, which weren’t ever done since. An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adduced a direction, giving a preliminary data, for future 

streetscape management on motel districts through conducting 

studies on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image characteristics of the 

streetscape of mote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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