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가로변 상점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가꿈가게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ore Facade 

Design by Street in Urban Regeneration 

 

2018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이 혜 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가로변 상점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가꿈가게 사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석 정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이 혜 인 

 

이혜인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7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이   석   정      (인) 

위    원                            (인) 



 

 i 

초    록 

 

 
도시 환경을 경제 성장 및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능적 도구에서 

사회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투영의 장으로 대중의 이해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 관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경관법 및 상세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간판 개선 사업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같은 지역 고유의 다채로운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관 조성에 대한 공공 차원의 사업과 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간판 개선사업의 경우 공공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며, 가로 및 도시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천편 일률적 간판 일색의 경관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7년 하반기에, 공공이 

주관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로변 상점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인 "가꿈가게 사업"이 실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간판 개선 사업에서 진일보한 사업의 목적과 방식을 취하고자 한 

가꿈가게 사업의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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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꿈가게 사업 대상지인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분석하여 구조화하였다. 이어서 

가꿈가게 사업에서 입면 디자인 개선안 도출 과정을 분석하고 사업 

전후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상점 입면 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자문안 지적사항의 주요 지적 방향을 파악하고, 초기의 사업 

계획과 실제 추진과정을 비교 분석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가꿈가게 사업의 한계와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입면 디자인 만으로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조성이 어려우며, 입면 디자인에 관한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관리요소 역시 제한적이라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었다. 둘째,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관한 사업 참여 주체간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전교육 단게와 사업 목적의 이행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단계가 실행되지 않아, 진일보한 사업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주관한 공공 역시 기존의 간판 개선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이해와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 

상의 한계가 드러났다. 셋째, 디자인 도출 과정과 디자인에 관한 자문 

도출 과정에서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관한 정의와 이를 구현하는 입면 

디자인에 관한 기준 및 방향의 제시가 미약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관한 보편적 제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지 관련 

지침의 준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용상의 한계가 



 

 iii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본 연구는 기존의 간판개선사업에 비해 진일보한 목적과 

방식을 추구한 가꿈가게 사업의 사업 내용적 측면 및 절차적 측면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현행 지침의 적용 및 구현 현장 분석을 통해 지침을 

통해 추구하는 지역성 및 가로경관 실현의 효용성을 파악하고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분석까지 수행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지역성, 가로경관, 입면 디자인, 입면디자인개선사업, 가꿈가게 

학   번 : 2016-2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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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3 연구의 방법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 공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로 전면적인 개발을 

통한 규모의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다양한 제도 및 사업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뉴타운 사업이 있다.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도시 구획을 넘어서 보다 큰 단위의 지역들을 통합하여 

대규모로 재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의 낙후되었던 도로, 상하수도관과 

같은 도시기반 시설의 재정비를 포함한 새로운 계획 도시의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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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였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대대적인 계획 도시의 건설은 

주거지의 대량 공급 및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등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 쇄신과 같은 효과를 낳았지만, 반면에 기존의 도시가 지니고 

있던 시대적∙역사적인 다양한 흔적들 또한 재개발과 함께 철거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획일적인 도시로 변모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도시 규모 및 외관의 무조건적인 성장보다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시 조성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도시 재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시 재생적 

공간 관리 방식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으며 그동안 개발을 통한 

성장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강력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 

도심의 역사적 장소들로 옮겨졌다. 역사성과 장소성 회복을 위한 

경관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경관법이 제정되었고(2007), 경관관리수법 

부재에 따라 한차례 개정된 후(2013) 다양한 경관관리수법이 제정되며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도적 발전과 더불어 역사 도심이 

역사적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유산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서 작동하여 고유의 지역성이 도시 맥락 속에서 

생동하도록 하는 다양한 재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이 도시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도심 정비 사업의 경우 특정 상업 지역 및 상업 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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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간판 정비 사업, 가로환경 개선 사업 등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종로구 인사동길을 비롯한 25개 

‘특별정비노선’ 개선사업(1999)과 청계천 특별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2004)를 필두로 대대적인 간판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의 대대적인 

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기존의 도시 조직을 유지하면서 경관 개선을 

꾀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여 가로 및 도시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Top-down 방식의 

사업이 단기간으로 진행1되어 과도한 디자인으로 천편 일률적인 경관을 

양산했다는 평가2를 받고 있다.   

 

 

표 1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 현황 

기관 기간 사업명 대상지 사업 내용 

서울시 
1999-

2001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사업 

시 전역 25개 노선 

및 아파트 상가 25개 

  시범가로변 건물 및 시
범 상가 옥외광고물 전

체 제작 교체 

서울시 
2001- 

2003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 

월드컵 관련 지역 

6차선 이상(2001)∙	
4차선 이상(2002)∙	
2차선 이상(2003) 

  상업지역 불법 옥외광고
물 철거 및 정비

(195,047건) 

서울시  

광진구 
2002 

노유거리 

환경개선 

광진구 노유1동  

1~2번지 일대  

  간판 재정비 및 조형물∙건
물 리모델링 등 가로환경 

                                     
1 김영하(2004), 역사문화탐방로조성사업 이후의 가로경관 분석 연구 – 인사동을 중심으로 
2 박현찬,유나경(2001),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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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거리 “노유로데오거리” 전체 재정비(0.5km)  

  건물 55개 동. 업체 220
개소. 간판 457개 

서울시 2004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종로구 종로거리  

(종로1가 ~ 종로6가) 

  건축물, 옥외 광고물, 가로 
포장, 가로시설물 등의 개선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총 2,018개의 간판 교체 정
비 

서울시 2004 

서울시  

청계천  

간판정비 

사업 

청계천 주변 상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진행, 약 32억원 투입 

  개별 점포당 약 250만원의 
간판 교체비 지원,1,92개 업

소의 간판 정비 

경기도 
2004- 

2009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사업 

경기도 내 36가로 

  6년간 총비용 530억 
5,500만원   

  11,119개 업소 참여, 
26,533개 간판 정비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
시 가이드라인

(‘08.1.15시행)』 등 적

용, 1업소 1간판 

부산시 
2005-

9 

부산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 

광복로 및 광장 일원 

  참여 엽소 435개, 
1,325개 옥외광고물 정

비 

서울시 
2007- 

2010 

디자인서울 

거리사업 

’07 10곳,  

’08 20곳, ’09 20곳 

  간판개선사업 및 가로 
구성 요소 통합 개선 

한국옥

외광고

센터 

2012 

간판개선 

시범사업 

전국 16개 시군구 중 

총 21개소  

  자치단체 일정 구역에 대
한 간판 개선 

2013 
전국 26개 시군구 중 

총 26개소 

2014 
전국 22개 시군구 중 

총 22개소 

2015 
전국 24개 시군구 중 

총 24개소 

2016 
전국 20개 시군구 중 

총 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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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17개 시군구 중 

총 18개소 

2018 
전국 20개 시군구 중 

총 20개소 

  자치단체 일정 구역에 대
한 간판 개선 

  창문이용광고물 정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출처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한편, 간판 개선 사업의 후속으로 서울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로경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변 상점 입면 개선사업인 

"가꿈가게 사업"(이하 가꿈가게 사업)을 2017년에 시행하였다. 가꿈가게 

사업의 대상지인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오래전부터 

그림 2 청계천 간판정비사업(2004)후 모습 그림 1 청계천 간판정비사업(2004)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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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이자 시민의 정주공간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경관 관리 지침이 수립되어 있다.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재생지역으로 

도심골목형 상업지역을 표방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꿈가게 사업은 이러한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따라, 역사성과 그를 반영한 가로경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꿈가게 사업은 1) 지역성을 반영하는 

가로경관의 조성을 목표로 2) 가로변 상점의 입면 디자인 개선을 

수행하는 3) 공공이 주관하고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공모사업으로써 이전의 간판개선사업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부터 

진일보한 목적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판개선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서 의의를 갖는 가꿈가게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지역성을 반영한 가로경관의 조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의 내용 및 절차, 사업을 둘러싼 다층적인 제도의 분석을 통해 

사업 뿐 아니라 현재 국내의 경관 관련 사업의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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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 

 

  

그림 2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주민공모 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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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가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상점의 입면 개선 사업인 

가꿈가게 사업에 관한 연구로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한다.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약 33만 ㎡의 

면적으로,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 

사업분석의 대상은 총 5개의 상점으로,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특화가로에 면해 있다.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상점에 대한 개요는 본문 4장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와 사업분석으로 구분된다. 

문헌연구에서는 지역성, 가로변 입면, 사업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업의 평가를 위해, 대상지에 수립되어 

있는 다양한 층위의 지침을 지역경관 및 가로경관의 조성을 위한 관리 

요소의 범용적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대상지에 관한 공공의 

합의이자 보편적 제시로써 지침 -서울시 경관기본계획,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에서 정의하고 있는 목표에서 세부 지침에 이르는 

단계를 구조화하여 가꿈가게 사업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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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석에서는 가꿈가게 사업 수행 결과물과 가꿈가게 사업 수행 

상점별 자문안 지적 사항에 대한 분석, 가꿈가게 사업 수행 과정 분석, 

지역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한 가로변 건축물 입면 디자인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긴 시간동안 

공공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가치와 그에 대한 세부지침이 현장에서 

갖는 실효성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꿈가게 사업 상점별 

수행 결과물 및 자문안 지적 사항에 대한 분석에서는 결과물 및 각 

상점의 입면 디자인 개선 요소를 파악하여 앞서 진행한 지침의 구조상 

그림 3 대상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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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써 사업의 수행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사업의 초기 

계획과 실제 수행과정을 비교하여 과정 상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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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2.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지침 분석 및 가꿈가게 사업의 분석에 

앞서 역사도심경관, 간판개선 및 가로정비사업 평가, 경관 지침 분석, 

지역성 및 가로경관을 키워드로 구분하여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2.1.1 역사도심경관에 관한 선행연구 

가꿈가게 사업의 대상지인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역사도심으로, 이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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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및 관리 수단이 제정되어 있다. 가꿈가게 사업의 경우 

입면디자인의 정비를 통한 기존 역사도심과의 조화 및 그에 따른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도심경관에 관한 연구의 경우, 보존 및 정비 수단, 역사도심 내 

현대건축물의 외관과 경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3 역사도심 경관에 관한 선행연구 

분류 연구자 연도 연구 내용 

역사도심 

경관 

최정윤 2018 

유산의 강도와 역사적 맥락의 밀도에 따른 역

사 도심 내 현대건축물에 적합성을 부여하는 

요소와 요소 간의 상관관계 

권영상 2010 

호주 멜버른 헤리티지 오버레이(Heritage 

Overlay) 제도 분석, 한국의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한 지구단위 관리 정책 도입 주장 

정석 2009 
역사지구의 면적 지역적 특성의 파악 및 면적

보존제도 도입 촉구 

이미하 2006 
역사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저해 요소 도출, 규

제의 필요성 

 

기존의 역사도심경관에 관한 연구에서는 역사도심경관에 관한 

논의가 심미적 관점의 보존에서 실천적 관점의 보존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로, 문화재 관리에서 지역의 

관리로 변화하고 있었다.3  

                                     
3 최정윤(2014), 역사지구 내 현대건축물 심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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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2018) 연구는 유산의 강도와 역사적 맥락의 밀도에 

따른 역사도심 내 현대건축물의 적합성을 부여하는 요소와의 상관 

관계에 관하여 제시하였고, 정석(2009)는 역사지구의 면적 지역적 

특성의 파악과 그에 따른 면적보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이미하(2006)는 역사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저해 요소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권영상(2010)은 

호주 멜버른의 헤리티지 오버레이(Heritage Overlay)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의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한 지구단위 관리 정책 도입을 동한 

지속적 재생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주장하였다.   

 

2.1.2 간판 개선 및 가로환경 정비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가로변 상점의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인 가꿈가게 사업과 유사한 

대상의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과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크게 사업에 관한 평가 연구와 

간판 및 가로환경의 제도적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표 4 간판개선 및 가로정비 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분류 연구자 연도 연구 내용 

간판개선 

및 

가로정비 

사업 평가 

구자훈 2011 
디자인 서울 거리 사업에 대한 가로 특성별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체계 제안  

남궁지희 2009 
디자인 서울 거리 시범 사업지를 대상으로 가

로환경 정비사업의 평가방법 제안 

노화동 2007 정부주도 간판 사업의 한계, 주민참여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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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도입 제안 

손경주 2006 
도시경관의 공유재적 속성을 고려한 간판정비

사업의 근본적 해결 필요 

 

손경주(2006)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일련의 간판정비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에 있어서 도시경관을 공유재로써의 속성을 고려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하였고, 노화동(2007)은 정부주도 

간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민참여형 사업 프로세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디자인서울거리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의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참여주체의 평가과정 개입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남궁지희(2009)의 연구도 있었다. 구자훈(2011)은 가로 

특성에 따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유형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제시하면서 시각적 결과물 중심에서 문화∙생활∙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1.3 경관 지침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되는 지역별 경관 지침에 관한 분석 

연구는 대체로 제도의 수립과 그 이후 제도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의 

외형을 분석하여 실제 지침의 해석과 구현에 대한 특성 도출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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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관 지침 분석에 관한 연구 

분류 연구자 연도 연구 내용 

경관 지침 

김소라 2013 

덴버시 로도역사지구 관련 도시계획 및 디자

인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후 신축된 건축물에

서 나타난 현상 분석 및 맥락 형성 요소 도출 

박수옥 2011 
인천 송도지구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 및 

DCP의 실효성과 한계점 제시 

한지형 2006 

파리 리브고슈 협의 개발 지구 내 두 가로의 

경관지침서 분석을 통한 현대 디자인 지침의 

경향과 의미 파악 

 

대표적으로 김소라(2013)는 미국 덴버시 로도역사지구와 관계된 

도시계획들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고찰과 더불어 이후 신축된 

건축물에서 지침의 준수에 따라 나타나는 맥락 형성의 요소에 관하여 

도출하였다. 박수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된 DCP(Detailed Cityscape Plan)의 

실효성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한지형(2006)은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 내 두 가로에 관한 경관지침서의 분석을 통해 현대 

디자인 지침의 경향과 의미를 파악하여 디자인 지침의 형식적 차원의 

특징을 도출했다. 

 

2.1.4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관한 선행연구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지역성 및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와 이에 관한 사업 및 제도의 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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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박희은(2013)과 한무엘(2009) 가로경관의 정체성 및 지역문화의 

고유성이라는 특수성을 구현하는 요소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지역 

특성의 발굴에 인문환경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세준(2009)은 도시환경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보다 

도시적 차원의 공간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상세한 공간 디자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6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관한 선행연구 

분류 연구자 연도 연구 내용 

지역성과  

가로경관 

박희은 2013 

가로경관의 정체성 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표현 방법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이세준 2009 

독일과 한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현행 지구단

위계획수립 과정상의 문제 분석 및 개선점 제

안 

한무엘 2009 
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 보존 및 지역성을 반

영한가로경관 관리 계획 수립 필요 

이재원 2009 

업무지역과 상업지역 16 개 지역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가로 공간의 구조적∙비구조적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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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역사도심경관, 간판개선사업 및 가로환경정비사업, 경관지침, 

지역성과 가로경관에 관한 네 가지 주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역사도심경관과 관령한 연구는 주로 역사도심 내 경관 형성을 위한 

요소의 도출이나 그에 관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간판개선사업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연구의 경우 

주로 사업의 절차적 측면 혹은 사업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경관지침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국내외의 지침을 

비교하거나 해외 지침의 적용사례애 대한 연구로 국내 현장에서 적용된 

지침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했다. 지역성과 가로경관에 관한 

연구의 경우 대체로 지역성을 반영한 가로경관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도심 내의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지침 상의 경관 관리 요소와 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업 상의 실제 적용 과정을 분석하여 지침의 실효성과 사업 진행 

과정상의 한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지역성을 고려한 가로경관의 

조성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절차상의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역성을 고려한 가로경관의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둘러싼 

다각적 분석(제도∙절차∙내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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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론적 고찰  

Alexander(1977)은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을 패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패턴은 다른 패턴과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연결됨으로서 작용하며, 어떠한 패턴도 맥락없이 독립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 공간을 이루는 아주 작은 패턴부터 아주 

큰 패턴까지 연결되며 도시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물리적∙비물리적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며,	 도시	 계획	 및	 관리는	 이	

모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4	 	

 

이에	 따라	 향후	 가꿈가게	 사업의	 분석을	 위해	 사업 대상인 가로변 

상점 입면 디자인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지역성과 가로경관의 구성 요소의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도출 된 요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추후 지침 상 지역성 정의의 근거 및 

가로경관 및 입면 디자인의 관리 요소를 평가하는데에 상대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지역성 및 가로경관의 경우 그 범위와 정의가 추상적이고, 

관여하는 요소에 대한 설정도 학자 또는 건축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룰 지역성 및 가로경관의 구성 요소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Alexander Christopher(1977), A Pattern Language 



 

 19 

 

표 7 이론적 고찰을 위한 선행연구 

분류 연구자 연도 연구 제목 

지역성 

Johnstone 1992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in its place 

Tuan 1977 Space and Place 

Relph 1976 Place and Placenessless 

가로경관 

Brolin 1980 
Architecture in Context:  

Fitting New Buildings with Old 

Groat 1983 

Measuring the Fit of New to Old; A 

Checklist Resulting from a Study of 

Contextualism 

Warren 1998 
The historic context:  

principles and philosophies 

Soosani 2013 

Questioning the compatibility of the 

infill architecture in historic 

environment 

 

‘가로환경’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가로’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행위 요소, 가로의 이미지, 지역적 특성, 사회∙역사∙문화적 

맥락 등 추상적이고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포함한다 5 . 경관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인간을 기준으로 시야에서 인지되는 

환경을 의미한다6. 지역성은 비물리적으로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물리적 가로환경을 인식하는 가로경관에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5 남궁지희(2010),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평가구조에 관한 연구 
6 최수정(2010), 도시경관의 기조가되는 가로경관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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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로환경의 범위와 구성요소 

 

 

2.2.1 지역성 

지역성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호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체성은 

한 개체 또는 집단이 다른 개체 또는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정체성은 한 개체 내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다른 

개체와 차별점을 공유한다 7 . 따라서 지역 정체성은 한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동일성이자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자적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정체성이 가로 경관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역 정체성을 형성 하는 요인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Johnstone(1992)는 지역 정체성의 형성의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행위를 꼽았고, Tuan(1977)은 유형의 가시성을 가지는 

물리적 요소와 시간의 축적을 통한 경험에 의해 지역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Relph(1976) 지리학적 관점에서 지역 정체성 

                                     
7 E.H.Ericson(1950), Self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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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요인을 크게 물리적 환경과 지역 내에서 일어나온 활동과 의미로 

보았다. 특히 활동과 의미의 경우 지역 내에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이루지는 동시에 시∙공간적 맥락을 형성하며 지역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제시하였다. 각 학자들의 주장은 유형∙무형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역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표 9 지역 정체성 형성 요인8  

 Johnstone Tuan Relph 

형성

요인 

유형 물리적 환경 가시성 
물리적 

형태 

자연환경 

인조환경 

무형 사회적 행위 시간 
활동 

의미 

 

 

2.2.2 가로환경 

K.Lynch(1996)은 가로가 사람에게 도시의 의미지를 인식하게 

하는데에 우세 요소이며, 단순히 이동의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관찰하며 다른 환경 요소와 도시를 연관 시켜 

이해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9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 정체성의 

표현이 개별 건축물을 포함한 가로 공간 구성요소의 조화를 통해 

                                     
8 박희은∙김현중(2013), 가로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에 관한 연구 
9 Kevin Lynch(1996), Image of th City 



 

 22 

가로경관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디자인 요소는 

건축가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화로운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할 디자인 요소의 일반적 제시로 활용하였다.  

 

표 10 조화로운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10 

학자 Brolin Groat Warren Soosani 

디자인

요소 

매스의 구성 

높이 

입면 대칭∙방향

성 

형태 

창호의 위치 

창호의 크기 

재료 

스케일 

색상 

스타일 

리듬 

비율∙비례 
재료 

장식 

스케일 

매스 

재질감 

체적 

스타일 

매스 

배치 

높이 

셋백 

출입구의 위치 

리듬 

비율 

재료 

색상 

스케일 

종합 
가로경관 형성 

디자인 요소 

매스의 구성 / 높이 / 입면 대칭∙방향성 / 형태 / 
창호의 위치∙크기 / 출입구의 위치 / 스케일 /색상 / 

스타일 / 리듬 / 비율∙비례 / 재료 /장식 

 
 

먼저 Brolin(1980)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데에 고려해야할 

디자인 요소로 매스의 구성, 매스의 높이, 입면의 대칭과 방향성, 형태, 

창호의 위치와 크기, 재료, 스케일, 색상을 꼽았다. Groat(1983)은 

조화의 대상이 해당 건축물과 그 주변뿐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 전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스타일, 리듬, 비율과 비례, 재료, 

                                     
10 최정윤(2018), 도시 역사문화환경에서 현대건축물 적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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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을 통해 조화로운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Warren(1998)은 스케일, 매스, 재질감, 체적, 스타일을 조화로운 경관 

형성의 디자인 요소로 꼽으며, 경관의 형성에 있어서 각 요소간의 

밸런스를 강조하고 있다. Soosani(2013)는 조화로운 가로경관의 

형성은 공간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공간적 요소로는 매스,	 배치, 높이,	 셋백을, 시각적 

요소로 출입구의 위치,	리듬,	비율, 재료,	색상,	스케일을 제시했다. 

 

각각의 학자가 제시한 조화로운 가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표10과 같이 정리하고, 중복되는 요소는 제거하여 총 13개의 

가로경관 디자인 요소(매스의 구성, 높이, 입면 대칭∙방향성, 형태, 

창호의 위치∙크기, 출입구의 위치, 스케일, 색상, 스타일, 리듬, 

비율∙비례, 재료,장식)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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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련 제도 및 계획 분석 

 

 

  

3.1 관련 제도 및 계획 

3.2 관련 제도 및 계획 분석  

3.3 관련 제도 및 계획 구조화  

3.4 소결 

  

 

 

 

3.1 관련 제도 및 계획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련 제도 

및 계획으로는 ⸢국토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의 상위 계획,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경관법⸥에 의해 수립된 서울시 경관계획,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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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의 계획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에 

의해 수립된 계획인 서울 역사도심 기본계획, 서울경관기본계획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세부 실천 

목표와 지침을 설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1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의 종류와 내용 

구분 제도 및 계획 명 연도 계획 내용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14 

20년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제시 및 다양한 부문별 계획의 통합∙

조정 

2030 

서울생활권계획 
2018 

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권	 	
발전방향 및	도시관리구상	제시 

경관 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2016 

경관관리 기본방향 정립∙경관관리체계 
재정비∙지속가능한 경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서울시 

역사도심기본계획 
2015 

도심부 발전계획을 재정비하여 한양도

성 지역이 갖는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관리하기 위한 원칙 재정립 

도시재생계

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5 

서울의 도시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한 도시재생의 정책방향 설정 

 

 

대상지인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 중의 하나로 지정된, 종로 1∙2∙3∙4가동 일대를 포함하는 

구역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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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되고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근린재생형 중 중심시가지형 혹은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대상지의 경우 과거 산업·상업·역사·문화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재활성화를 모색하고 그에 따른 중심시가지로서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데에 도시재생의 목표를 두고 있다11. 

 

(출처 : 서울 도시재생 포털) 

 

대상지에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1985년 돈화문로를 

포함한 율곡로 주변 지역에 대한 ‘율곡로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을 통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 ‘돈화문로 도시설계지구’로 

                                     
11 서울시(2015),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림 4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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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문로 주변지역이 분리되어 지정되었다. 이후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00).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정비수법이 수립됨에 따라 

5년마다 지구단위구역의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행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과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2010년, 2013 

년에 수립되었으며, 익선동 일대를 관리하는 ‘익선동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5월 고시되었다. 

 

그림 5 대상지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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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2000)을 시작으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에서 도심부 각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관리수법으로 진화하였다. 

이후 경관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도시경관의 계획적 관리와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서 경관법이 제정되며 경관 관리수단의 개발 및 

정립이 진전되었다.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과 서울시 경관 

계획(2016)은 2014년 경관법의 전부 개정시행으로 경관 관리 대상을 

설정하고 관리대상에 따라 관리 방향과 기준마련을 포함하는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12. 이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 구역인 역사도심  중점경관 관리지구,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특성관리지구 중 인사동∙돈화문로∙북촌 

권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대상지는 역사도심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 수단 및 사업 등의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상지에 적용되는 

지침인 ‘서울시 경관계획’, ‘서울시 역사 도심 기본계획’과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등의 시행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층위의 관리 지침 적용은 해당 지역의 

가치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12 서울시 경관계획(2016) 



 

 29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대상지에 적용되는 지침의 구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제도 및 계획을 공공에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지역성 및 경관에 대한 보편적 제시로 정의하였다. 관련 제도 및 

계획에 반영된 가치와 가치의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위계에 따라 

분류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정책의 개발과정을 Goals-

Objectives-Principles-Guidelines 의 구조로 도식화한 Punter(1999; 

p.29)의 모형을 본 따 구조화 하였다. Punter 의 모형에서 Goals 는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Objectives 는 가치의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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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였고, 목표의 달성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원칙인 Principles 로 정의하였으며 , 각 

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을 지침, 즉 Guidelines 으로 

구분하여 구조화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Punter 의 모형을 응용하여 대상지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제도 및 계획을 각 목표-계획-경관 관리 요소-입면 디자인 요소의 

네 단계로 구조화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목표는 Punter 의 모형에서 

Goals 와 같은 위계를 차지하며, 관련 제도 및 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모습 또는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성의 정의이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립한 큰 틀의 경관 관리 

방향이 계획에 속하며, 경관 관리 방향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요소)들을 관리 요소 단계로 분류했다. 입면 디자인 요소는 관리 

요소 중 구체적으로 입면 디자인 관리에서 작동하는 세부 지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제도 및 계획의 구조화를 통해, 가꿈가게 사업에서 

지역성을 반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인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차례의 

                                     
13 남궁지희(2009), 가로환경 평가체계에 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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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통해 수립된 현행 관련 제도 및 계획이 가꿈가게 사업에서 

적용되어 구현된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실효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6 Punter(1999)의 디자인 정책 개발 과정 구조화와 본 연구의 지침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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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련 제도 및 계획 분석  

 

3.2.1 관련 제도 및 계획 내 대상지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관한 정의 

관련 제도 및 계획 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지의 지역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가로경관 관리 방향 및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 경관 관리 기본방향 아래 지역별 경관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서울시 경관계획(2016)과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상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이며,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에서는 

북촌∙인사동∙돈화문로 구역으로 분류되어있다.  

 

우선 대상지는 서울시 내에서도 사대문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다양한 문화재와 옛 도시조직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역사도심 

지역이다(그림 6). 역사도심에 관한 기본구상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도심은 내사산을 기준으로 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크게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과 도심부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대상지인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한양 도성이 위치한 도심부에 속하고 창덕궁, 

종묘와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적 주거지인 북촌, 역사적 장소인 

탑골공원과 옛 길인 돈화문로와 종로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옛길과 옛 

물길, 옛 도시평면이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어, 각 

계획에서 옛 도시조직을 지역적 특성이자,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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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경관계획, 2016) 

 

또한 대상지는 도심부 역사도심 중에서도 인사동과 함께 대표적인 

전통문화거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궁과 인접 한 

지역으로서 다양한 예술 및 문화 관련 산업이 융성했던 것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현재에도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 상점 및 공방이 

밀집해있다. 전통문화 관련 산업 뿐 아니라 서울시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대표적인 귀금속 산업이 밀집하고 있으며, 익선동의 경우 

전통적 정주환경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으로, 독특한 건축양식과 

경관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대상지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전통문화산업 및 귀금속산업 등이 옛 도시조직을 

그림 7 역사도심중점경관관리구역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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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밀집하여 있는, 역사 도심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서울시 경관계획과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대상지의 지역성을 크게 1) 도성안의 대표적인 

문화거리, 2) 한양도성의 도보관광중심지, 3) 귀금속산업 밀집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옛 도시조직과 오래된 가옥, 근대건축물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밀집이라는 유형의 물리적 자원과 한복, 전통악기 

등의 무형의 전통문화의 입지를 기반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7).  

 

그림 8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북촌인사동돈화문 구역 계획 중      

지역자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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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에서는 앞서 정의한 대상지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형성하기 위해 경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관리의 방향은 크게 1) 역사적 도시구조 

보존, 2) 전통공예산업 연계 지역활성화, 3)보행 네트워크 정비 가 있다. 

이는 그림8에서와 같이 앞서 지역성 정의의 기반이 되었던 유∙무형의 

자원을 옛 도시조직의 활용을 통해 연결하여, 옛 도시조직을 보존함과 

동시에 각각의 자원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지역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건축행위가 일어날 경우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그림 9 서울시 역사도심기본계획 북촌인사동돈화문로 구역 계획 중         

관리방향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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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경관 시뮬레이션 작성 및 경관심의 대상,심의 지침 및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체크리스트의 경우 경관관리 계획을 

실제 수행 지침으로 세분화 하기 위해 관리 요소를 1)높이, 2) 배치, 3) 

규모, 3) 입면, 4)형태, 5)재질, 6)색채, 7)외부공간, 8)옥외광고물, 

9)야간경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관계획상의 관리요소 분류는 세부 

시행지침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유사한 분류에 

따라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3 관련 제도 및 계획 내 대상지 지역성 정의 및 관리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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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관련 제도 및 계획 내 입면 디자인 관리 요소 

대상지에 적용되고 있는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운현궁 

지구단위게획, 익선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상지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경관구상 및 계획 단계의 서울시 경관계획 과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광역적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성에대해 정의하고 그에 

따른 설정한 관리계획 및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역 내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보환경의 조성과 역사문화자원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구역별로 건축물 

형태 및 외관지침,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지침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지침의 구분은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요소의 구분과 유사하며, 

지역성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역사문화자원과의 조화 및 

통일성 있는 경관의 조성을 세부 실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특화가로에 관한 지침은 일반가로에 관한 지침에 비해 상세하게 

구분되어, 규제 혹은 권장의 항목이 추가로 설정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가꿈가게 상점의 경우 모두 특화가로에 위치하고 

있어 특화가로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가꿈가게 사업의 경우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입점한 가로변 상점의 입면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업이므로, 사업 전후 및 과정의 분석을 위해 경관의 조성을 위한 

시행지침인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경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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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요소에 관한 사항을 표14, 표15와 같이 정리한 후, 입면에 

적용되는 지침을 선별하였다. 상점 중 한옥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 인접한옥과의 조화 항목 및 건축물의 자체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였다.  

 

이에 선별된 지침은 총 32개의 항목으로, 1)스케일에 관한 항목 

7개, 2)재료에 관한 항목 5개, 3)색채에 관한 항목 3개, 4)옥외광고물에 

관한 항목 9개, 5)야간조명에 관한 항목 8개가 있다. 지구단위계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지역 

내의 통일감있는 분위기 조성 및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4 돈화문로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외부

형태 

규제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는 계단식 또는 사선절

제형 금지 

신축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한 기존 건물과 일치  

권장 입면의 분절화를 통한 풍부한 표정의 입면 디자인 

옥상부 설비 

등의 처리 
규제 

옥상부 및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비 지설 직접적 노출 

금지, 가벽등의 차폐요소 사용 

보행자의 시야를 도려하여 가로와 면한 건축물 전면부로

부터 3m이내 설치 금지  

1층부 개방

형 입면 조

성 

규제 

신축의 경우 1층부 가로변 입면에 개구부 반드시 노출 

및 개방형으로 조성 

1층부 개구부에 투시율이 낮은 걸러유리, 컬러필름지 등 

설치 금지, 70%이상 투시형 구조 처리(특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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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의 셔터 설치 가급적 지양,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수 있도록 셔터 면적의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진입구 처리 규제 

건축물 주출입구의 1층부 바닥은 보도와의 단차X, 지형

차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1:24의 경사로 설치 

보도와 건축물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는 유효폭 1.8m이

상으로 설치, 미끄러짐 방지 가능한 재료 및 형태로 조성

할 것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불가피하게 교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을 고려한 재질 및 색상으로 조성, 장애인 등

의 이용자가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행

장애물 설치 금지 

배수로 시설 설치 경우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설치,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 간격은 1cm이하로 설

치 

기타 세부 시설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개별점포 

폭원 및 

수직분절요

소 

규제 

과거 시전행랑의 칸에 대한 의미를 도시건축적 맥락으로 

보전하기 위해 개별점포 목원(10m이내) 및 수직분절요소

를 1층부에 적용 

수직분절요소는 가로변 입면을 기준으로 바닥면에서 2층 

바닥면까지 수직으로 연결되는 기둥 또는 폭 30cm이상

의 기둥형태의 수직요소로 설치 

권장 수직분절요소 3-5m 간격으로 설치 

1층부 

수평분할요

소 

권장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인존(Sign Zone), 출입문 및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윈도우 존(Window 

Zone), 어닝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차양존

(Awning Zone)으로 구성 

윈도우 존(Window Zone)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3m까

지, 사인존(Sign Zone)은 높이 3-5m사이, 차양존

(Awning Zone)은 높이 2.4m에서 3m 사이에 조성 

수평분할요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인건

물 내에서는 일치하도록 조성 

인접한옥과

의 조화 
권장 

인접 부지에 한옥이 있는 경우 인접 한옥과 면하는 배면, 

측면의 입면은 한옥을 고려하여 구성, 가급적으로 외부부

착물, 설비시설 등의 부착 금지 

건축물 입면은 한옥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직 및 수평으로 

적절한 입면분할요소 도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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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권장 
연속적이고 질서정연한 가로분위기 연출을 위한 좌우측 

인접건축물과의 맞벽건축 권장 

측면이격공

지차폐 

규제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담, 문, 지하층출입구 등

으로 차폐, 이떄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

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권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차폐요소와 일체의 디자인된 형태 내

에서 창과 문 등 설치 

이격공지 차폐는 해당 건축주가 인접건물 소유자와 협의

하여 일체 조성을 원칙으로 함 

재료 

규제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 비트 등 조립식 재료의 사용 금지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 반사성 재료 사용 금

지 

외벽면 전체의 페인트 및 도료 마감 금지 

권장 

역사자원이 지닌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사용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 사용 권장, 건물 저

층부의 경우 시각적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소재 사용 

색채 

규제 
역사적인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는 원색, 또는 명도나 채

도가 높은 색상 사용 금지 

권장 

건축물의 멱적 중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강조색의 

경우, 자극적인 원색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용면적 10%이

내로 제한 

권장 색채사용범위 참고, 동일조화, 유사조화, 무채색 조

화를 통해 역사적 건축물 및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

채계획 적용 

 

 

표 15 돈화문로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옥외광고물 규제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간판 설치 

발광광고물 설치시 최대 표면 휘도 50cd/m2 이하 

점멸 또는 화면 변화 등 움직임의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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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명방식 및 직접색상조명 금지 

권장 

한 건물에 다수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경우 주요 

출입구에 공동의 연립형 간판 설치 권장 

간판의 글자와 베이스를 분리하는 형태인 채널 간판 

입체문자형일 경우 윗층과 아래층 사이 창문간 벽면 폭읜 

40% 이내, 최대 40cm 

가급적 원색과 같은 고채도의 색 사용 지양,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범위의 색상 내에서 

사용 

간판 베이스 재료를 돈화문로의 주요 재료인 나무, 돌, 

회반죽 등 사용, 한국전통문양 형상화한 베이스 

부분조면 혹은 간접 조명 사용, 직접조명방식 지양 

지지지지 

규제 

직접광원 노출 금지 

등 기구 등 조명기구 노출 금지 

과도한 색상 변화 및 현란한 빛의 움직임 지양 

원색 계열의 색상 제한 

디지털 경관 조명 설치 금지 

권장 

건축물 표면 휘도 20cd/m2하 

1층 매장의 야간조명은 폐점시간부터 24시까지 운영 

주요가로변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색 온도(3000k) 광

원 사용  

간접조명, 라이트업, 일루미네이션 등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기 연출 

일몰시간부터 24시까지 건축물 외부에 투사하는 야간경관

조명 설치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 지양, 건축물의 빛의 레

벨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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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련지침 분석 및 구조화 

 

가로변 상점 입면 개선 사업인 가꿈가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경관구상 및 계획 단계의 지침에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목표 및 

관리 방향을, 시행 지침 단계의 지침에서는 입면 디자인에 관한 지침인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과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를 

발췌하였다. 표 11는 4개의 관련 지침의 관리 요소들을 가급적 원래의 

구성 체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각 지침에서 사용된 어휘와 표현들을 

의미를 갖는 최소한의 단위로 분절한 후, Punter(1999)가 제시한 가치-

목표-원칙-지침의 위계 구분을 참조하여 구조화한 결과 표 11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단어들 중에는 지역성 및 가로경관의 가치와 특성, 지향을 

나타내는 규범적인 내용과 평가 대상을 지칭하는 내용, 각 평가 대상의 

세부 속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세부 지침에서 조차 

광역적 공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경관계획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한 위상의 추상적인 언어로 기술되고 있었으며. 다른 

역사도심지역의 지역성 및 관리 방향도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침이 다양한 층위로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만의 특성을 정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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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꿈가게 사업 분석 

 

 

  

4.1 가꿈가게 사업의 개요 

4.2 가꿈가게 상점별 분석 

4.3 가꿈가게 자문안 분석 

4.4 가꿈가게 사업 수행과정 분석 

4.5 전문가 인터뷰 

4.6 소결  

  

 

 

 

4.1 가꿈가게 사업의 개요 

 

4.1.1. 가꿈가게 사업 대상지 현황 

가꿈가게 사업의 대상지인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조선시대 궁에 드나들던 다양한 문예인의 주요 주거지로, 창덕궁과 

조선 왕조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묘에 둘러 싸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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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의 문화를 뒷받침하는 지역이었다. 이와 관련한 한복, 악기, 귀금속 

등 다양한 전통문화 산업이 융성하였으며, 현대의 문화와 어우려져 

국내 최대의 악기상가인 낙원상가 등 변화한 모습으로 곳곳에 

남아있다14.  

또한 궁의 문화를 대표하는 돈화문로 및 종로와 더불어 구획의 

안쪽으로 피맛길과 같은 좁고 구불구불한 가로로 이루어진 한양의 주요 

시전행랑이 위치하여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오래된 도시조직 및 10-

30평 규모의 소형 한옥과 함께 남아 있다. 익선동 일대의 마을은 

1920년대 정세권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작고 소박한 개량형 한옥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세련되고 정비된 경관을 갖는 북촌과는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어 새로운 주거지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15   

재조명된 대상지의 특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해제되어 새로운 방향의 도시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최근 지역 내 주민을 중심으로 삶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특성 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대상지인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익선 

                                     
14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서울 경관기본계획 
15 국가한옥센터, "서울 최고의 한옥 지구 만든 그는 왜 잊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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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가꿈가게 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에서는 세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림 9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0 운현궁주변∙익선∙돈화문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도 

(출처 : 운현궁 주변∙익선∙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의 용도지구 현황을 보면, 돈화문로, 삼일대로, 율곡로 등 

주요 간선도로 변이 노선으로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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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문로 변에는 노선방화지구가 지정되어있다. 중심지 미관지구 및 

방화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돈화문로/순라길/귀금속/ 

이면가로구역으로,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운현궁 주변/낙원상가 

주변 구역으로 세부 구역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의 

시행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11 운현궁주변∙익선∙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현황 

(출처 : 서울시 역사도심기본계획,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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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그림10), 신축의 경우 대체로 5-10층 높이의 건물이며.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숙박업소의 인허가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보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현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림 12 운현궁주변∙익선∙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재 및 역사자원 

(출처 : 서울시 역사도심기본계획,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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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주변∙익선∙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문화재 및 

역사자원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운현궁이 있으며, 시지정문화재이자 

근현대건축자산인 낙원상가와 운니동 김승현가가 있다. 다양한 

문화재로 인해 대상지 내에 다양한 층위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설정되어있어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 로 

대상지의 경우 많은 영역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있다.   

 

 (출처 : 국가한옥정보센터) 

 

이외에도 돈화문로, 구름재길, 피맛길을 비롯한 옛 길과 한옥, 

일식가옥 및 문화주택, 금위영터 표지석 등의 표석 및 생활유산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조선으로부터 현대에까지 이르는 역사의 

그림 13 대상지 내 익선동 일대 한옥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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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도 거리뷰) 

 

4.1.2. 가꿈가게 사업 개요 

가꿈가게 사업은 2017년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주관하여 

새롭게 시도한 주민공모사업 중 하나이다. 정식 명칭은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가꿈가게 공모”로,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주요가로변에 위치한 상점의 입면 개선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돈화문로, 서순라길 및 돈화문로10∙11길을 주요 

가로로 하여 해당 가로변에 위치한 가게의 입면 개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다.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상가의 입면 개선을 목표로 총 사업비 중 참여 주민이 

그림 14 돈화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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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서울시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의 공표를 시작으로, 16-23일 일주일간의 접수기간에 총 

15개의 상점이 지원하였다. 이중 9개의 상점이 선정되었고, 1개의 

상점은 조건부로 선정되어 총 10개의 상점이 선정되었다.  

 

 
표 17 가꿈가게 사업 지원 상점 및 선정결과 

번호 지원자명 선정결과 수행결과 

1 서울한복 선정 X 

2 은날개한복 선정 X 

3 유진한복 선정 O 

4 익선동 일번지 선정 O 

5 옷 짓는 원 조건부선정 O 

6 나락실 미선정 X 

7 서울재료 선정 X 

8 순라길 으뜸이네 선정 X 

9 예화공방 선정 X 

10 대성빌딩 미선정 X 

11 삼보귀금속 도매상가 미선정 X 

12 삼영 주얼리 
미선정 

(자체수행) 

O 

13 삼영(효산빌딩) 미선정 X 

14 광운보석/동아리분식/CIEL 선정 O 

15 젬 퍼니처 선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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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7개의 상점이 서울시에 자문을 받기 위한 디자인안을 

제출했고, 6개의 상점이 자문안을 수신했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상점이 

초기의 계획 절차를 준수하며 최종까지 사업수행이 완료되었다. 여기에 

1개의 상점(삼영주얼리)은 제안서 심사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였으나 상점주의 입면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전체 

소요비용을 자부담으로 하여 나머지 선정 상점과 동일한 일정 및 

동일한 디자이너와 상점 입면 디자인 개선을 진행하였다.   

가꿈가게 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4개의 지원 상점에게 지급한 

교부금은 총 4400여만원으로, 4개의 지원 상점에 대한 최대 지원 가능 

예산이었던 8000만원에 비해 약 55%의 사업비 규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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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꿈가게 상점별 디자인 분석 

 

 

가꿈가게 사업에서 가로변 상점 입면 디자인 개선안은 사전협의-

1차-2차의 디자이너-주민간 회의를 거쳐 도출되었다. 2차 회의 후 

도출된 디자인 개선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사전협의에서는 디자이너-주민간의 첫 만남으로, 상점주의 

입면 디자인에 관한 요구사항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자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1차 협의에서는 사전협의에서 파악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디자이너가 참고 이미지와 1차 디자인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디자이너간의 논의가 이루어져 2차 

디자인안에 반영되었다. 2차 디자인안에 대한 서울시 자문단의 자문이 

이루어지고 난 후, 각 상점에서는 일부 자문안을 수용하여 디자인안을 

수정하여 시공하였다. 

가꿈가게 상점별 분석에서는 상점별 입면디자인 도출 과정과 입면 

디자인 개선 전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2차 디자인안과 최종 사업 

수행 결과에서 각각 디자인하고자 한 입면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는 

가꿈가게 사업의 목적이 발현되는 과정과 실제 디자인 범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 및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구조화한 지침상 입면 디자인 요소 및 방법의 실제 

사업상 반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침상 입면 디자인 요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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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통해 상점별 입면 디자인 개선 전/후 디자인의 세부 지침 

준수 정도를 파악하였다. 

 

표 18 가꿈가게 사업 최종 수행 상점 

번호 지원자명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부구역 

1 
광운보석/동아리분식/

CIEL  
돈화문로 돈화문로 구역 

2 유진한복 익선동 가로특성 구역 

3 옷 짓는 원 돈화문로 돈화문로 구역 

4 익선동 일번지 운현궁 운현궁 구역 

5 삼영(주얼리빌딩) 돈화문로 귀금속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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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상점별 입면 디자인 과정 분석 

상점별 입면 디자인 과정 분석은 디자인 개선 영역의 범위에 

있어서 차별점을 갖는 가꿈가게 사업이 실제 사업의 과정 상, 기존의 

간판 개선 사업에서 확장된 디자인 범위를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문위원단에 제출하였던 1차, 2차 디자인안과 

자문 이후 최종 사업 수행 결과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상점이 1차 디자인안 도출시에 가로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 영역인 디스플레이 부분을 포함하여 디자인하고자 

하였으나, 간판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재로서 인정하여 공공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상점 내부는 사적 영역이므로 사업비의 투여가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차차 디자인 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1) 광운보석/동아리분식/CIEL 

광운보석/동아리분식/CIEL 의 세 상점이 함께 사업에 공모한 

사례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화가로인 돈화문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 귀금속, 음식점, 의류매장이며 씨엘의 경우 개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세 상점 중 가장 신생 상점으로 비교적 입면의 

노후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상점주는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개선보다는 이웃한 상점에 비해 30cm 가량 안쪽에 설치된 쇼윈도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광운보석과 동아리분식의 경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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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운영한 상점으로 입면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씨엘과 광운보석, 동아리분식 간의 입면 노후 상태 정도 차이가 큰 

점이 디자인안을 도출 하는데에 있어 갈등을 유발하였고, 최종적으로 

광운보석과 동아리분식 두 상점의 입면과 씨엘의 쇼윈도 위치 개선이 

수행되었다.  

1차 디자인안 도출 시에는 간판, 쇼윈도 부착물, 수직분절요소와 

쇼윈도우 프레임, 매장 내부 디스플레이, 차양, 입간판을 디자인하고자 

했다. 1차 디자인 안에서는 3개의 상점 간판 디자인을 유사한 형식으로 

하고 각 상점의 업종별 특성은 쇼윈도우 부착물과 내부 디스플레이 

개선을 통하여 쇼윈도우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계획하였다. 이는 기존의 

간판 사업에서 건축물 입면의 일부인 간판 디자인 만을 개선 하던 것에 

비해 가로에서 내부를 인식하는 영역인 디스플레이의 디자인까지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디자인 범위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2차 디자인안 도출과정에서 내부 개선에 관한 사업비 투자 

불가와 돈화문로 주변 입간판 설치 불가를 이유로 간판, 쇼윈도 부착물, 

수직분절요소, 차양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최종 사업 결과에서는 간판, 

차양, 수직분절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수직분절요소의 

개선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간판 사업에 비해 개선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1차 디자인안에서 디자인 범위가 

가로에서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깊이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다룬 것에 

비해서는 범위가 다소 좁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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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옷짓는 원 

옷짓는 원의 경우 돈화문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돈화문로 

구역에 속해 있고, 돈화문로 변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규모의 

한복전문점이다. 한복전문점은 창덕궁 앞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지역성으로 규정하는 전통문화거리를 구성하는 주요 용도 중 하나이며, 

옷짓는 원의 경우 대상지 내에서도 상징적인 가로인 돈화문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와 위치 상 대상지의 지역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례이다. 상점주의 입면 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강하고, 

의견이 분명하여 디자인 도출 과정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영역까지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전회의 및 1차 디자인안 도출시 공연용 한복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이미지를 담는 저층부 쇼윈도를 

기획하고자 하였다. 고가구와 모니터를 활용한 쇼윈도 디스플레이, 

간판 변경과 더불어 매장 내부 동선 변경까지 시도하는 등 통합적인 

입면 디자인 개선을 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디스플레이 및 내부 

공간 개선을 사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입면 디자인 개선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실제 사업에서는 제외되었다. 최종 사업 1,2층부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에 한하여 수행되어, 초기 상점주의 입면 디자인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에 비례하는 사업의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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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진한복 

유진한복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익선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으며.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특화가로로 설정하고 있는 

삼일대로 30길에 위치하고 있다. 유진한복의 경우 2층 규모의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의 한복점으로, 안국역에서 

익선동 방향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지나쳐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목재 간판의 노후화로 신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간판의 상단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 

실외기 두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상점주의 

디자인에 관한 분명한 제시보다는 디자이너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제안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진행되었다.  

1차 디자인안에서는 전통섬유공예인 조각보를 형상화한 간판 

디자인과 한복이라는 컨텐츠와 유진한복에서 추구하는 한복의 미적 

감각이 드러나는 디스플레이 방식 및 쇼윈도 부착물에 관한 개선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을 내부 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비 지출 불가 판정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대한 개선 대신, 

간판 상부에 드러나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차폐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디자인이 자문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사업 수행 결과, 

간판과 상부 에어컨 실외기 차폐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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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선동 일번지 

익선동 일번지는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화가로인 

삼일대로 32길에 위치하고 있다. 익선동 일번지는 상점주가 

북촌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재생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으며, 

지역의 오래된 상회이자 동네주민의 사랑방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이에 

상점주는 자발적으로 자 내부에 동네 주민의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익선동 일번지라는 주소의 특징과 

대로변에서 익선동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위치한 상점으로서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담아낼 것을 요구했다.  

디자인안 도출 과정에서 1차 디자인안 도출 시에는 내부 동선의 

개선과 동네사랑방 공간 마련과 내부 진열방식 개선, 노후화된 외관 

정비 및 셔터 부분 포토존 조성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고려되었고, 

내외부의 머무름 공간 마련으로 지역 주민 및 방문객과 더욱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2차 디자인안에서는 예산 및 서울시의 

내부 공간 사업비 투자 불가의 이유로 셔터 부분 포토존 조성 및 외부 

공간 활용 등의 안이 삭제되었으며, 간판, 사랑방 조성, 차양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 전개되었다. 최종 시공 단계에 앞서 동네사랑방 

공간 마련에 관한 제안도 제외되었고, 노후화된 쇼윈도 유리 및 프레임 

교체, 간판 교체, 차양 추가가 최종적으로 수행되었다. 가꿈가게 사업 

상으로 내부 디스플레이 개선 및 사랑방 공간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업의 종류 후 상점주가 자체 적으로 내부 공간을 마련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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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영주얼리 

삼영주얼리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귀금속거리 구역에 

속해 있으며, 제안서 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 미선정 되었으나 상점주의 

입면 디자인 개선에 관한 강력한 의지로 전액 상점주 자부담으로 입면 

디자인 개선을 진행하였다. 삼영주얼리는 2층의 건물로 1층에는 종로 

귀금속 거리의 전형적인 귀금속 상점들이 입주하여 디스플레이 위주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2층의 경우 귀금속을 가공하는 업체가 

입주해있다. 건물의 폭원이 25m 에 이르는 귀금속거리에서 상당한 

규모로, 귀금속 거리에서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여 가로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입면 디자인 개선의 모범 사례가 되고자하는 

상점주의 기대가 있었다.  

가꿈가게 사업에 미선정되었지만, 상점주의 의지가 큰 만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디자인안이 도출되었다. 1,2차 디자인안에서는 

1,2층부 전면을 덮는 간판 형식과, 주출입구 디자인, 기존의 

형형색색의 쇼윈도 광고 부착물의 제거 및 차분한 분위기의 쇼윈도 

조성, 내부 상점별 천장 표지판 및 건물 계단 입구의 공공간판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간판 개선 영역은 1층부로 축소되었고, 결과적으로 1층부 

가로형 간판, 2층부 창문 부착물 정비, 쇼윈도 하단부 디자인 개선 및 

내부 상점별 천장 표지판에 대한 개선이 수행되었다. 삼영주얼리의 

경우 가꿈가게 사업의 절차에 따라 입면 디자인 개선을 수행한 다른 

상점에 비해 초기의 디자인 범위가 크게 축소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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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점별 입면 디자인 개선 전/후 분석 

앞서 구조화한 입면 디자인 요소 및 방법 32개에 대한 각 상점별 

가꿈가게 사업 전후의 반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옥외광고물과 야간경관에 관한 디자인 방법 

중 표면휘도 제한에 관한 지침(옥외광고물 표면 휘도 50cd/m2 이하, 

야간조명 건축물 표면 휘도20cd/m2이하)에 관한 사항은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한 후 3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1) 광운보석/동아리분식/CIEL 

사업 수행 전의 입면에서는 구조화된 지침의 세부지침 30개 중 

18개를 준수하고 있어으며, 개선 사업 수행 후의 입면에서는 30개 중 

20개의 준수가 이루어져 준수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리스트 상에서는 사업 전 후의 지침 반영이 채널형 간판 방식 

사용 항목에서만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사업 수행 전에는 저층부의 

분리가 간판 뿐 아니라 저층부 벽면이 상층부의 목재 패널 마감과 르게 

타일 마감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사업 수행 후에는 가로형 간판을 

통해 저층부 분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 상점이 동일한 

색채∙크기∙레이아웃의 간판 사용으로 통일감이 생겨 한 건물 내에서 

연속적인 모습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수직분절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위치한 세 상점 각각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지침상 

추구하는 시전행랑의 스케일이 드러나는 디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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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옷짓는 원 

돈화문로에 접한 한복전문점인 옷짓는 원의 경우 사업 수행 전 

기존 상태에서는 세부지침 30개 중 24개를 준수하고 있었고, 수행 

결과에서는 앞서 구조화한 지침의 세부 지침 30개 중 24개 항목을 

반영했다.  

사업 수행 이전의 미준수 항목으로는 색채 및 재료를 활용한 

저층부 분리, 선 또는 면 구성을 통한 저층부의 분리, 시전행랑의 

규모를 반영한 3-5m 간격의 수직분절요소, 주요 출입구의 공동간판, 

자연적 재료를 사용한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외부의 야간 경관 조명 

등이 있었다. 사업 수행 이후에는 간판 부분에 3000k이상의 차가운 빛 

온도의 조명을 사용하여 기존의 상태보다 지침의 준수 정도는 오히려 

미비했다.  

옷짓는 원은 건물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벽면이 지침 

상에서 요구하는 깊이감이 있는 소재인 돌을 사용하고 있어 재료의 

측면에서는 지침을 준수하였지만, 저층부의 분리로 가로에서 저층부의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침의 준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크기 및 레이아웃의 가로형 간판을 1,2층에 각각 사용하여 

건물의 전체 입면이 보다 통일감이 있어졌지만, 1,2층이 함께 강조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 건물 내에서의 조화로운 디자인과 

가로 내에서의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의 형성 중 보다 우선 시 되는 

목표에 따라 디자인을 하는 데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지침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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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진한복 

익선동 초입에 위치함 유진한복은 사업 수행 전에는 세부 지침 

30개 중 23개를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 

결과에서는 구조화된 지침의 세부지침 30개 중 19개를 준수했다.  

사업 이전에는 고명도, 고채도의 색상을 입면 마감과 

옥외광고물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 재료인 목재를 사용하는 

등 사업 수행 이후보다 오히려 지침의 반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명도인 백색을 간판과 

수직분절요소에 사용하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건물 전체의 입면 마감이 붉은 황갈색의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에 반해, 사업 수행 후에 백색으로 해당 상점만 

분리되어, 이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진한복의 경우 한복전문점이라는 상점의 용도가 디자인 

컨셉에 큰 영향을 미쳐 전통섬유공예인 조각보의 모티브가 잘 

드러나는 간판 디자인을 선택하여 용도 상의 특징을 간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이웃한 상점 혹은 건물 전체와는 

다소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성을 반영한 가로 

경관의 형성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로 및 건물 

내에서의 조화와 개별 상점의 지역 내 특화 용도의 강조를 통한 

지역성 발현의 방식 중 우선시 해야할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 반영의 우선 순위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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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선동 일번지 

사업 수행 전 에는 세부 지침 30개중 25개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사업 수행 결과에서는 세부지침 30개 중 25개를 준수하여 사업 전 

후가 유사한 수준의 지침 반영 정도를 나타냈다.  

투시형 벽면 조성 항목에서는 유리 소재를 사용하고 부착물을 

사용하지 않아 사업 전 후, 모두 해당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이전에는 내부에 상품 디스플레이가 벽면을 따라 이루어져 투시형 

벽면 임에도 불구하고 진열된 상품으로 인해 내부를 들여다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내부 개선에 관한 사업비 

투여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점주의 자발적인 벽면 

디스플레이 철거로 실제적인 투시형 벽면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실제적인 투시형 벽면이 조성되면서 상점 내부의 조명이 

야간조명으로서 작동하게 되었고, 더불어 가로로 부착된 채널형 간판에 

조명이 사용되어 광량이 확보되면서 야간조명 항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야간 보행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광량의 

확보로 접근가능한 공간이 보행자에게 인식되도록 하여 통행의 쾌적성 

측면이 달성되었으나, 3000k 의 다소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이 사용되지 

않아 지역 전체에서 추구하는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항목 달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항목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 추구하고자 하는 가로경관의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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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영주얼리 

가꿈가게 사업 대상 상접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과정과 

디자이너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면 디자인 개선을 시도한 삼영주얼리의 

경우, 사업 이전에는 세부 지침 30개 중 19개를 준수하고 있었고, 

결과에서는 구조화된 지침의 세부지침 30개 중 22개를 준수했다. 사업 

수행 이전에 미준수한 지침으로는 쇼윈도 하단부 건물 내 입점한 

귀금속 상점들의 광고 부착물로 투시형 벽면이 조성되지 않았고, 

수직분절 요소에서 조립식의 반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입면 내에서 색상의 무분별한 사용 및 각기 다른 크기와 레이아웃의 

주요 출입구 연립간판이 사용되고 있는 등 주로 건물 내에서 통일성이 

없이 필요에 따라 더해진 요소들로 인해 지침의 준수가 저조했고, 

이로인해 통일성이 없고 정돈되지 않은 입면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이후 쇼윈도 하단부에 기존의 광고물을 제거하고 반투명한 

시트지를 이용해 투시형 벽면을 조성하였고. 건물 입면의 대리석 재료 

색상과 간판에서 사용된 백색이 무채색 조화를 이루는 등 지침의 

반영으로 사업 수행 이전에 비해 통일되고 차분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삼영주얼리의 경우 25m 의 건물 폭원으로 해당 가로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고 하고 있는데, 수직분절요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부 상단의 백색 간판이 건물 전체에 상당한 

통일성을 부여하며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수직분절요소를 통한 과거 

시전행랑 스케일 반영 항목과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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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소결 

앞서 분석한 5개의 사례에서 모든 상점이 1차안에서 개선하고자 한 

입면 디자인의 범위에서 대부분이 축소되고 대부분 간판과 차양에 대한 

입면 디자인 개선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 측 

참여 주체인 상점주의 입면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넓은 것에 비해,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한 공공에서 입면의 범위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그에 따른 투자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간판 개선 

사업에서 진일보하여 입면 디자인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수행 범위의 확장에 있어서는 기존의 

간판개선사업 결과물과 차별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차 디자인안에서 상점주의 입면 디자인에 대한 의견 

개진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익선동 일번지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가꿈가게 사업 수행 단게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상점주가 

추가적으로 수행한 내부 개선이 입면 개선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삼영주얼리의 경우 공공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면 디자인 개선을 수행함에 따라 초기의 

상점주가 요구했던 개선 요소들이 디자인 상의 발전을 거쳐 대부분 

결과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아,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입면 디자인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보다, 지역 주민 및 디자이너가 

자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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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입면 디자인 영역 단계별 변화 

상

점

명 

 옷짓는 원 유진한복 익선동일번지 

광운보석 

동아리분식 

CIEL 

삼영주얼리 

디

자

인

요

소 

1차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매장 내부 

디스플레이 

간판 

쇼윈도부착물  

디스플레이 

간판 

쇼윈도부착물 

매장 내부 

사랑방 

외부 평상 

셔터 

차양 

간판 

쇼윈도 부착물 

매장 내부 

차양 

전면 간판 

쇼윈도부착물 

내부 표지판 

2차 

가로 간판 

세로 간판 

좌측 디스플

레이 

간판 

쇼윈도부착물 

실외기 커버 

간판 

매장 내부 

차양 

간판 

쇼윈도부착물 

차양 

전면 간판 

쇼윈도부착물 

내부 표지판 

최종 간판 

간판 

쇼윈도부착물 

실외기 커버 

간판 

차양 

간판 

차양 

1층부 간판 

쇼윈도부착물 

내부 표지판 

 

구조화한 관리 지침 요소 30개에 대하여 상점별 입면 디자인 개선 

수행 전과 후의 준수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수행 전이 

높은 준수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의 준수 정도를 곧 

사업 목적 달성의 척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보편적∙일반적 제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의 반영조차 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로상 연속적인 경관 형성과 개별 상점 

혹은 개별 건축물 내에서의 조화로운 디자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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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침의 준수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하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을 형성함에 있어 지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건물 내에서의 동일한 수평분할 항목과 수직분절요소의 

활용을 통한 옛 시전행랑의 스케일 재현의 항목과 같이 서로 상충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이웃한 상점간에 동일한 수평 분할을 적용하되, 

수직분절요소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개별 상점의 입면이 서로 다른 

색채나 재료를 사용하여, 비례를 통해 연속적 경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시전행랑의 스케일이 드러나게 하는 등 하나의 입면 디자인 방향의 

수행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입면 디자인 방향의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20 각 상점별 수행결과물의 미반영 지침 및 원칙 (단위:개) 

상점명 묘동 76-1 옷짓는 원 유진한복 익선동 일번지 삼영주얼리 

전 18/30 24/30 23/30 25/30 19/30 

후 20/30 24/30 19/30 25/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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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꿈가게 사업 상점별 자문안 분석 

 

가꿈가게 사업의 자문안에서 지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요소와 제안 

방향을 앞서 구조화한 지침을 반영하여 도출했다. 가꿈가게 사업에 

대한 서울시 자문위원단의 구성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1명, 

종로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1명, 서울시 공공건축가 1명 및 종로구 

공공디자인과 팀장 1명이다. 서울시 자문위원단에 자문을 요청한 각 

디자인안은 주민-디자이너 간에 각 상점별로 2-3회의 논의를 통해 

도출되었다. 미선정 상점인 삼영주얼리를 제외하고 4개 상점의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옷짓는 원은 디자이너와 상점주 

간의 갈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자문안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문안 지적사항을 살펴 보면, 폰트 및 텍스트에 관한 지적사항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적사항이 

1건에 불과해 대부분 입면 전체가 아닌 간판에 자문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문안에서 ‘더 살린’, ‘어색함’, ‘어울리는’ 등의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지역성 및 가로경관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상세한 디자인 방향이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결국 자문위원 간의 추구하는 

지역성이나 가로경관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채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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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문위원 간의 합의 이전에, 

지역에 관한 공공의 보편적 추구 방향 및 그에 따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침마저 자문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표 21 자문안 지적사항 

상점명 세부항목 

익선동 

일번지 

  건물의 위치, 코너 특성, 슈퍼의 소통방 역할을 더 살린 디자인 
  어닝 색상을 건물 색상에 어울리도록 
  글씨 자체 조명 아닌 외부 조명형으로 
  셔터부분에 디자인 요소 추가 
  Text 및 조명 계획 필요 

유진한복 

  간판 위에 간판을 덧붙인 형태가 어색함 
  바탕&도출된 부분 비례 변경 
  간판 텍스트 가로 방향으로 수정 고려할 것 

광운보석 

/동아리분식 

/CIEL 

  폰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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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꿈가게 사업 수행 절차 분석 
 

 

4.4.1 가꿈가게 사업 계획안 및 실제 수행 절차 비교 분석 

가꿈가게 사업은 2016년 9월 26일, 서울시가 역사인문재생의 

실현을 위해 발표한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계획』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이후 2017년 8월 4일 『2017년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공고되며 지원개요 및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첫 발표에서는 가꿈가게 사업을 개별 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소개했지만, 이후 마중물 사업인 주요가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요가로에 연접한 상가 입면의 개선으로 사업의 초점이 개별 점포에서 

가로로 확장되었다. 지원 내용에서 가로별 파사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입면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할 것과 지역의 상가 입면 개선에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8월 10일 주민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고, 이후 

8월 16일에서 23일까지 해당 지역 내 도시재생센터인 익선동 

소통방에서 사업제안서의 접수와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와 최종심사를 통해 지원한 15개의 상점 중 

10개의 상점이 선정되었다. 건별 최대 지원 금액 2천만원에 자부담률 

최소 30%로, 개인의 금전적 부담이 있는 만큼, 일반공모사업과 달리 

참여 주민의 의지가 전제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사례로 꼽는 5개의 상점 중 <삼영주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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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였으나, 상점주의 상점 입면 

개선을 통한 귀금속 거리의 분위기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전체 

소요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나머지 선정 상점과 동일한 일정으로 동일한 

디자이너와 함께 상점 입면 개선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초에 선정된 10개의 상점 중 4개의 상점만이 초기의 

계획 절차를 준수하며 최종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일부 사업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2 『2017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민공모사업』 공고 중 지원절차 

 

 

 

초기의 사업 계획안인 『2017년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주민공모사업』 공고 중 지원절차(표21)에서는 실행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선정자 교육이 병행되어 사업의 목적 및 절차에 관하여 

참여자에게 교육하고, 사업비 정산 단계에서 결과보고 및 평가가 

이루어지면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교육과 모니터링의 단계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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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참여자 간에 사업의 목적을 공유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단계와, 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하고 시정하는 단계의 부재로 인해 

입면 디자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성과 가로경관의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절차적으로 견고하게 뒷받침 

되지 않았다. 또한 선정 상점 10개 중 6개 상점의 사업 참여 중단은 

사업 수행 과정상의 부실과 참여자간의 이해관계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3 사업 수행 과정 

날짜 구분 내용 참여주체 

2017.

8 

3 

사전 

준비 

서울시 ‘가꿈가게’ 사업 시작 공표 서울시 

4-23 

서울시 ‘가꿈가게’ 사업 포함 창덕궁 

앞 역사인문 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공고 

서울시 

16-23 

서울시 ‘가꿈가게’ 사업 포함 창덕궁 

앞 역사인문 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접수 

서울시 , 주민 

28-29 1 차 심사 서울시, 주민 

30 2 차 면접 서울시, 주민 

2017.

9 

1 
3 차 최종 선정심의회 및 

최종결과발표 
서울시, 주민 

18 

계획 

및 

디자인 

사전 주민모임 주민, 디자이너 

29 1 차 주민협의 주민, 디자이너 

2017.

10 

13 2-1 차 주민협의 주민, 디자이너 

18 2-2 차 주민협의  주민, 디자이너 

19 입면개선안 서울시 자문 요철 디자이너 

22 3-1 차 주민협의 주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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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2 차 주민협의 주민, 디자이너 

30 4-1 차 주민협의 주민, 디자이너 

2017.

11 

15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16 자문의견 송부 및 수신 
서울시, 주민, 

디자이너 

27 

실행 

협약서 작성 및 사업비 지급 
서울시, 주민, 

디자이너 

2017.

12 

8 보조금 교부 
서울시, 주민, 

디자이너 

 디자인 최종 확정 및 시공 주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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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문가 인터뷰 

 

가꿈가게 사업과 유사한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경관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5월 넷째 주에 실시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A 건축가, 

H전문가, L 교수(A,B,C 순)이다. 

인터뷰는 지역성 드러내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입면 디자인에 

대한 생각,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관한 평가 및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전문가 별로 1시간 

내외로 이뤄졌다. 

 

 

4.5.1 대상지의 지역성을 반영한 가로경관과 입면디자인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관한 의견을 듣기에 앞서 먼저, 전문가가 

생각하는 지역성을 반영한 가로경관과 그에 따른 입면 디자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에서 각 전문가의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가꿈가게 사업 

대상지인 창덕궁 앞 지 지역의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성을 역사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역사성을 지역성으로서 인식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각 전문가의 인식에 차이가 있어,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조성 방식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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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가는 가저 대상지에 대해서 역사성을 지닌 역사도심 

중에서도 전통 업종(한복, 전통악기, 떡 등)의 판매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입면 디자인 요소의 

가장 핵심 요소로 쇼윈도우의 디스플레이를 꼽았다. 디스플레이의 

정비를 통해 지역만의 컨텐츠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고유한 볼거리가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 15 컨텐츠가 드러나는 디스플레이 디자인 

 (출처 : 구글 이미지) 

 

H 전문가는 대상지가 역사적인 지역임과 더불어 상업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입면 디자인만을 가지고 지역성을 반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입면 디자인 개선에 앞서 

지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공간 구조가 드러나는 기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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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 디자인의 계획 요소들이 지역성을 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L 교수는 대상지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른 

역사도심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대한 해석 언어가 다른 역사도심에서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 언어로 서술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유사 단어 사용의 

반복으로 인해 각 지역이 가지는 고유의 경관을 발견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도시조직, 공간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성 및 

가로경관이 도시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의됨에 따라, 입면 

디자인 역시 거대 스케일에서 소규모 요소로 이어지는 토탈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4.5.2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 

 

1) A 건축가 

A 건축가는 가꿈가게 사업을 주최한 서울시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디자이너 역시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찰없이 

디자인을 진행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지역 전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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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더불어 상점주 개개인의 성향과 각 상점 만의 스토리가 입면 

디자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2) H 전문가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가꿈가게 사업이 기존의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Top-Down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기존의 정부 주도적 사업 방식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경험치와 

기대가 낮았던 과거의 사회에서 사업의 수행 자체에 의미가 있었기에 

그에 따른 계획비용 지불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시민의 

디자인적 경험치와 기준이 높아진 현재에는 계획에 이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의 목적이 모호함을 문제로 삼았다. 사업의 목적이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조성이라는 미적 가치의 발현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가로변 상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가로의 

상업 기능 활성화와 같은 실행적 측면의 목적의 설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지가 역사성을 지닌 지역이라는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상지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상업이라는 용도를 통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역사적인 

지역으로만 바라보는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 L 교수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입면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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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을 우선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지역성 및 가로경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언어로 점철되어있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이 수립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 지역성 , 

가로경관, 도시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과장된 사업 목적의 

설정으로 이어진 것이 가꿈가게 사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지침 상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디자인 관리 

항목이 어느 정도 섬세한 기준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 

설정의 근거가 모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에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을 문제로 삼았다.  

 

 

4.5.3 향후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관한 의견 

 

(1) A 건축가 

A 건축가는 내부공간이 사적 영역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에서 지역성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의 투자와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거리, 미국 

뉴욕의 소호거리와 같은 해외의 유명 상업가로를 예로 들면서,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발전이 국내의 상업 가로경관 수준의 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점주의 경우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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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용도 등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므로 상점 위주의 입면 

디자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물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상점주보다 더욱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건물주에게 투입한 

예산 이상의 효과를 얻게 하여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귀남적 정비사업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가로경관의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H 전문가 

사업의 목적이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조성이라는 미적 

가치의 발현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가로변 상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가로의 상업 기능 활성화와 같은 실행적 측면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행적 측면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설정될 경우에라야 공공의 목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게 

만들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상행위의 촉진을 원하는 상점주의 목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 입면 디자인 

개선의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높아져 사업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의 계획 중심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내에서 입면 디자인 문화가 성장하며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성의 발현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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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직적 차원의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와 그에 대한 실행 조직을 

보강하는 데에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3) L 교수 

기존의 행정 위주의 도시설계 및 도시공간 관리 방식으로 부터 

탈피하여, 도시조직 및 공간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지역따른 명확확 관리 방향 설정이 사업의 개선보다 우선이며,  

실제적인 도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수립하여 

도시 조직에서 입면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통합적인 정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4 인터뷰 소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전문가가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는 가꿈가게 사업의 목적인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조성'이 기존의 간판디자인 개선 사업의 목적에 

비해 진일보하였으나, 가로경관의 조성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부재하여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의 목적 설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번째로, 지침의 준수 및 규제를 통해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조성은 경관을 형성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데에 비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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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서 주도한 게획 위주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 

조성∙유지∙관리의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을 이야기하였다. 셋째, 

가로경관의 조성은 단순히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만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의 요소들을 통해 지역 고유의 

경관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시조직 및 공간구조에서부터 

입면디자인에 이르는 통합 디자인을 통해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조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도시 디자인 수법의 다각화를 

제안하였다. 

 

 
표 24 전문가 인터뷰 정리 

 A 건축가 H 전문가 L 교수 

지역성 

/가로경관

을 고려한 

입면 디자

인 

  전통문화산업이 대
상지의 가장 큰 특

징 

  도시조직의 보존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여주는 

쇼윈도우 디스플레

이 중요 

  역사적 가로 + 상업 
가로 실제 용도 중

요 

  고유의 도시 공간구
조를 기반으로 

  입면 디자인 계획 
요소 작동 

  도시조직, 공간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

로 거대 스케일에서 

소규모 요소로 이어

지는 토탈 디자인을 

통해 지역성/가로경

관 조성 

 

가꿈가게 

사업 평가 

  공공 & 디자이너의 
의 지역에 대한 이

해,  

  입면에 대한 이해 
낮음 

  디자인에 대한 비용 
투자 저조 

  여전히 Top-Down
방식, 불필요한 계획 

비용 지불 

  가로경관 조성의 궁
극적 목적(상업가로

활성화) 명시,  

  이행 필요, 역사성이
라는 특수성에 함몰

되지 않아야. 

 

  공공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입면에 대한 

이해 낮음 

  시행 지침의 기준 
설정 근거 모호 

  과장된 사업 목적 
설정 

향후 입면 

디자인 개

  내부공간이 사적 영
역이라는 관념 탈피 

  도시조직∙공간구조에 
대한 유지관리가 공공

  도시조직 및 공간구
조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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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업에 

대한 의견 

  건물주의 건물 정비 
+ 상점주의 상점입

면 정비를 유도하는 

귀납적 정비 사업 

필요 

의 몫 

  지역내 디자인 역량있
는 주체 중심의 자발

적 디자인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바탕으로 실제적인 

실행 지침 수립 필

요 

  도시 조직-입면 디
자인으로 연결되는 

정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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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5.1 시사점 및 한계 

5.2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제안 

  

 

 

 

5.1 시사점 및 한계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이란 아름다운 도시의 조성이라는 미적 

가치의 추구를 넘어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가치 

추구의 방식이다. 뚜렷한 지역 정체성이 시민에게 주는 공간적 경험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이해의 창이자 참여의 

공간으로 삶과 기억을 구성하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조성은 공공과 시민, 모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제도 및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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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심미적 관점의 정비 및 도시를 도구로서 

이해하여 진행되었던 간판개선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적 가치 추구 방향의 전환이 간판개선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에도 반영되어 보다 지역의 정체성과 보행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변 상점 입면 개선 사업인 

"가꿈가게 사업"이 탄생하였다고 해석했다. 또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지역에 밀착하여 살아움직이는 가로경관의 조성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 

삶이 터전을 꾸리고 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아, 주민참여방식을 통해 수행된 가꿈가게 사업이 

더욱 의의를 갖는다고 보았다. 본래 민간영역인 가로변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에 관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관의 조성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사유 재산의 개선이라는 개인의 

이익이 동시에 발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꿈가게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지역성을 

반영한 가로경관의 조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먼저 지역성 및 가로경관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여러 학자가 주장하는 지역성 형성 요소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여, 가꿈가게 사업을 둘러싼 

관련 제도 및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지의 지역성 및 

가로경관관리 요소와 비교하였다. 이후 사업의 과정, 결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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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업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앞서 

관련 제도 및 계획의 분석에서 도출한 요소에 대한 반영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설계, 건축, 경관 설계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계가가 바라보는 가꿈가게 

사업의 한계와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제도의 한계 

지역성은 단순하게 심미적 요소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유무형의 자원 및 도시조직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는 가로경관은 입면 디자인의 개선만으로는 실현에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제도 및 계획이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성 및 경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시행 지침 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간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타 지역과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을 희석시켰고, 그로 인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절차의 한계.  

상점주 및 디자이너는 입면 디자인 개선안 도출 초기 단계에서 

기존의 간판개선사업 및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비해 포괄적인 영역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입면 디자인의 영역에 대한 

모호한 판단 기준이 사업비 투여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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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디자인 개선으로 국한되어 기존의 간판사업과 큰 차별점을 갖기 

어려웠다.  

또한 상점주, 디자이너 등 참여자의 경관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역성 및 가로경관의 조성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절차적 보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자문위원단에게도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지역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 관한 참여자간의 인식 공유 부족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도 포기하는 주민이 많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사업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주민공모사업이라는 

방식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내용의 한계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가로 내의 조화와 개별 

상점 입면 디자인의 개선 중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디자인 과정에서 주변 가로 및 건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자문단의 지적사항이 

폰트나 텍스트 방향 등 상점 입면 중 간판 자체의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자문의 내용에서 ‘어울리는’, ‘조화로운’의 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였다. 이러한 자문안 지적사항의 문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지침의 활용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적절한 자문단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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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에게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5.2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제안 

 

본 연구에서 내린 가꿈가게 사업에 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주도-주민참여 가로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가로경관의 조성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꿈가게 사업 분석에서  오히려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디자인이 수행된 것이 기존의 Top-

Down 계획 위주 사업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데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 위주의 사업을 통한 지역성, 가로경관의 

조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재 디자인에 대한 경험치 및 

대중의 기준이 향상되었으므로, 지역에 밀착하여 보다 섬세하게 

접근하는 지역 내 역량 있는 디자이너 및 주민 재량 영역을 활성함과 

동시에 공공은 도시 조직적 영역에 대한 유지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둘째, 공공과 사업 참여 주민, 디자이너의 입면 디자인과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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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영역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우선시 해야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찰과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입면 디자인이라는 섬세한 영역의 개선과 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조직에 대한 정비로부터 이어지는 통합적인 제도 및 

계획이 필요하며, 민간차원의 입면 디자인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도시 조직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다층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서술한 것 처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행정 위주의 접근이 아닌 도시설계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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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urban management is also rising as public 

understanding shifts from functional tools that support economic 

growth and life to various value projections sought by society. 

Reflecting this trend, the public level of the landscap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development of the landscape 

system that reveals the regional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law and 

detailed landscape planning, and the project to impro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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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However, the project has been criticized for having 

little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due to the unilateral project 

of the public, and for its lack of consideration of street and urban 

context, it is creating a one-story landscape.	 

 

Amid this assessment, in the second half of 2017, a street-

administered and voluntarily engaged in design improvement 

project for street vendors, was carried ou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as to propose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similar projects in the future through 

an analysis of the growing store business that aimed to take the 

purpose and method of advanced projects in the existing 

signboard improvement project. 

 

The study analyzed the landscape plan and the district unit 

plan applied to the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rea in front of 

Changdeok Palace, the main site of the greening store project. 

Afterwards, it analyzed the process to derive the elevation design 

improvement plan from the growing store business and compared 

the design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lso, the major 

intellectual directions of the suggestions for each store elevation 

design improvement were identified, analyzed the initi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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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and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and drew the limits of 

the store business to be developed through expert intervie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create a landscape 

that revealed geopoliticity only through elevation design, and 

that the control elements covered in the guidelines on elevation 

design were also limited. Second,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improved as the project failed to be implemented because the 

understanding and consensus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project on geopoliticity and landscape was not carried out. In 

addition, the public, which has hosted the project, has fou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project based on an 

understanding and procedure that is similar to the existing 

signboard improvement project. Third, the design elicitation 

process and the consultation on design was not enough to present 

the definition of locality and landscape view and the criteria and 

direction for the elevation design implementing it. In addition, 

they could see that there were limitations to their use, such as 

not being able to comply with the guidelines for great sites, which 

could be used as a general presentation of regional and landscape 

sites. 

 

As such,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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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procedures, and analyzes its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isting guidelines This 

multi-dimensional approach was intended to suggest integrated 

improvement directions for similar projects in the future. 

 

 

Keywords : Locality, Landscape, Facade design, Facade design 

improvement business, Gaggum ga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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