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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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장소성 변화 연구

- 종로구 익선동을 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 나 연









국문초록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독특한 역사

와 고유한 문화, 차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시키고 장소 

자체를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도시계획의 흐름에서‘지역의 정체성’과‘지역별 차별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10년 이후부터 각 도시들

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중시하고, 지역만의 정체성 및 차별성을 통

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획일화되고 동질화된 모습에서 탈피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2018, 유하나).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계획의 초반에만 

있었을 뿐,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재정에 기반한 획일적이고 통합

적인 방식으로 장소의 모습과 특징을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일대는 1920-30년대에 조성된 

약 100년 된 주거용 한옥밀집지역이다. 익선동은 상업지역으로 2004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0년간의 사업 지연으로 건물은 노

후화 및 슬럼화되었고 익선동은 낡고 잊혀진 동네가 되었다. 하지만 

2013년 추진위원회 해산 이후 2014년부터 익선동에 독특하고 젊은 감각

의 가게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생기면서, 익선동은 새롭고 독특한 장소

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 익선동의 장소성은 조용하고 낡았

던 모습에서 사람이 많아지는 핫 플레이스로 새롭게 변했다. 한편 익선

동의 장소성은 상업화에 따라 2016년 이래로 계속 변하고 있으나, 지자

체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조사나 기록 없이 과거의 모습만을 보존하

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는 변

화하고 있는 익선동의 장소성을 고정시키고 본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익선동의 장소성

이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장소성은 늘 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Relph(1976)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장소성 구성요소를 분석틀

로 이용하여 익선동의 역사 및 모습과 시기별 장소성을 기록했다. 장소

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물리적 요소’,‘행태적 요소’,‘의미적 요

소’를 분석틀로 세우고 각 요소의 변화를 2013년에서 2019년까지 분석

하였다. 물리적 요소는 현장 조사 및 로드뷰 사진, 문헌 조사를 통하여 

시기별로 건물의 용도·업종·외관의 변화 모습을 추적했다. 특히 행태

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는 내부인(주민 및 상인)과 외부인(방문객)이 익선

동에 대한 체감과 경험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나누어 분석하였다. 내

부인은 1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기에 따른 행태와 의미의 변화를 

파악하였고, 외부인은 네이버 블로그 글을 분기별로 100개씩 웹 크롤링

한 후 시기별로 방문객의 행태 및 의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후 익선

동의 시기별·요소별 특성을 도출하고 익선동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생성

되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이래로 다양한 주체들의 행태적 특성 변화로 인해 

물리적 특성이 변하고, 의미적 특성이 변하면서 익선동의 장소성은 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선동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는 크게 

‘한옥’,‘좁은 골목’에서‘독특하고 예쁜 가게 외관’,‘카페, 맛집 

등 다양한 가게’로 변화하였다. 행태적 요소는 내부인의 입장에서는 

‘거주’,‘커뮤니티 활동’에서‘용도 및 외관 변화’,‘초기 상인의 

이주’‘커뮤니티의 와해’로 변화하였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산책’

에서‘데이트’,‘카페 및 맛집 방문’,‘다양한 가게 구경’등으로 행

태가 변화했다. 의미적 요소는 내부인에게‘낡고 오래된’,‘불편하고 

더러운’등의 이미지에서‘깨끗한’,‘사람이 많아진’,‘밝아진’등 긍

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또한 내부인들은 익선동에만 있는 요소들이 아

닌 체인점이나 타 상호명, 일본식 건물로의 변화는 익선동의 매력을 절

감하는 요소라고 느끼고 있다. 외부인들은‘조용한’,‘한적한’분위기

에서 ‘독특하고 예쁜’,‘다양하고 구경거리가 많은’등의 이미지로 변



했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익선동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으나 세 가지 요

소의 변화와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장소성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기록하는 데 의의를 둔다.  

주요어 :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상업화, 익선동, 장소성 변화, 장소성 

학  번 : 2018-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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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독특한 역사

와 고유한 문화, 차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시키고 장소 

자체를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도시계획의 흐름에서‘지역의 정체성’과‘지역별 차별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1970-1990년에는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대규모 철거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도시재생’의 등장으로 지역 커뮤니티(Community)의 역할

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의 리모델링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의 패러다임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중시하고, 지역만의 

정체성 및 차별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획일화되고 동질화된 모습

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2018, 유하나). 이는‘살기 좋은 도

시’,‘삶의 질이 높은 도시’등 질적 성장을 키워드로 도시민에게 소속

감을 부여하고,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장소성을 풍부하게 만드

는 전략으로써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한국토지공사, 2002; 최강림, 2008; 

권윤구, 2010).

  그러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 노력은 장소의 

고유한 모습을 도리어 훼손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장소를 획일적으로 변

하게 하여 장소 고유의 속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장소만의 특성(장소성)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세워진 획일적이고 통합적

인 계획 및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이석환, 2003; 권윤구, 2013; 

권윤구·임승빈, 2014에서 재인용).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은 약 100년 된 한옥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상업

지역인 익선동은 2004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면 철거된 

후 약 16층 주상복합단지로 바뀔 계획이었다. 약 10년간의 사업 지연으

로 건물은 노후화 및 슬럼화되었고 익선동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동네가 

되었다. 하지만 2013년 추진위원회 해산 이후 2014년부터 익선동에 젊은 

감각의 가게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생기면서, 익선동은‘옛 한옥이 그

대로 있는’새롭고 독특한 장소로 변하기 시작했다. 2016년 TV 프로그

램‘다큐 3일’방영 이후, 유명하지 않았던 익선동은 경리단길과 연남동

의 뒤를 잇는 서울시 핫 플레이스 중 하나로 서서히 거듭나게 되었다. 

이는 조용하고 낡았던 2013-2014년의 모습과 달리 익선동의 장소성이 

새롭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익선동의 장소성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라 2016년 이래로 계속 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조사나 기록 없이 과거의 모습만을 보존하는 도

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익선동의 장소성을 고정시키고 본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elph(1976)에 따르면 장소성이란 장소의 본질이자 특정 장소와 구별

되는 모든 특성을 말한다. Massey(1994)는 장소는 다양하고 복수의 정체

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소성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며 안팎의 

사회적 관계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추

어 장소성(장소감)은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지구적인 장소

감1)’으로 진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장소성은 시대에 따라 사회 구성원

에 따라 늘 변화하는데‘고유한 특성’을 정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압

력이라는 것이다.

1) 데이비드 하비의 장소에 기반한 정치 비판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쓰인 논문에
서 나온 개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장소 개념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구화 시대의 진보적인 장소 개념을 제시한 논문이다. 



  Relph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장소성은‘물리적 요소, 행태적 요소, 의

미적 요소’의 조합이고,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장소성이 만

들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장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내부의 경

험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외부는 관찰자 입장으로 간접적으로 

장소나 상황을 경험하고, 내부는 장소에 포함되어 특정 장소를 직접적으

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장소성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

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장소성은 늘 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Relph(1976)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장소성 구성요소를 분석틀

로 이용하여 익선동의 역사 및 모습과 시기별 장소성을 기록하고자 한

다. 장소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물리적 요소’,‘행태적 요소’,‘의

미적 요소’를 분석틀로 세우고 각 요소의 변화를 2013년에서 2019년까

지 분석하였다. 물리적 요소는 현장 조사 및 로드뷰 사진, 문헌 조사를 

통하여 시기별로 건물의 용도, 업종, 외관의 변화 모습을 추적했다. 특히 

행태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는 내부인(주민 및 상인)과 외부인(방문객)이 

익선동에 대해 체감하고 경험하는 것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대상

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내부인은 1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기에 따

른 행태와 의미 변화를 파악하였고, 외부인은 네이버 블로그 글을 분기

별로 100개씩 웹 크롤링한 후 시기별로 방문객의 행태 및 의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후 익선동의 각 시기별·요소별 특성을 도출하고 익선동

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2010년 이래로 서울시 도심지역에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을 겪고 있는 곳 중 종로구 익선동을 대상지로 정하였다. 익선동은 한양

도성 내 도시한옥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6

년부터 2-3년만에 급격한 속도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 지역이다. 서울시 도심 내에는 북촌, 서촌, 익선

동 한옥마을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상업화를 겪은 시기와 변화한 특징

이 다르다. 북촌은 2000년대 북촌 가꾸기 사업으로 한옥 수와 관광객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상업화되었고, 서촌은 예술가와 소수 상인들의 입점

으로 유명해지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했고 2015년까지도 상업화가 계속해

서 진행되었다(신한나, 2017). 북촌과 서촌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권

이 확장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많은 한옥들이 주거 용도로 남아있

다. 한편 익선동은 2016년부터 상업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용도지역은 북

촌과 서촌2)과 달리 상업지역이고, 근처에 지하철 1·3·5호선으로 환승 

가능한 종로3가역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북촌과 서촌이 겪은 상업화에 따른 변화와는 형태나 속도가 다르고 차별

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익선동에 대한 관심도를 보기 위하여 구글 트렌드 자료로 서울 도심 

내 상업화를 겪은 장소들의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 변화를 살펴보았다. 

삼청동은 2013-2014년도에 관심도가 급증하였으나, 2015년 이래로 관심

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촌은 2000년 초반부터 한옥이 정비

되기 시작하면서 2013-2014년에는 절정을 이루었으나, 다른 한옥지역들

의 급부상과 주민 및 방문객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점차 관심도가 낮

2) 북촌의 용도지역은 제1·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서촌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
지역이다.



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서촌은 경리단길과 비슷하게 2014년에 관심

도가 급증하였다가, 2016년 이후로는 삼청동과 비슷한 흐름으로 나아가

고 있다. 경리단길은 2010년부터 상업화되어 서울의 유명 핫 플레이스로 

손꼽혔으나,‘00단길’이라는 상권이 곳곳에 형성되면서 점점 인기가 하

락하였다. 임대료가 폭등하여 영세상인들은 퇴거하고 이에 따라 공실률

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 또한 미미해진 상태이다(한겨레, 

2019)3). [그림 1-1]에서도 2017년 4분기 이래로 5개 지역 중에서 현재 관

심도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익선동에 대한 관심은 2013년부터 2015년 4분기까지는 다른 지

역에 비해 적다가, 2016년 1분기부터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는 경리단길, 북촌, 서촌, 

삼청동 보다 훨씬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익선동은 

이 지역들과 비슷하게 상업화를 겪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서울의 핫 플레

이스라고 불리며 각광 받고 있다. 

[그림 1-1] 2013-2019년 서울시 주요 지역별 구글 트렌드 지역 관심도 변화 추세

3) 한겨레, “전국 20여개 ○리단길의 원조, 경리단길은 왜 쇠락하고 있나”, 20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8987.html



  따라서 본 연구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및 [그림 1-1]의 변화를 독특하

다고 판단하여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일대를 연구 대상지로 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그림 1-1]에서 보여주는 관심도 변화와 시기별 변화 과

정에 근거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체되어 표류된 익선동에 젊은 창업가나 

예술가들이 유입되기 전인 2013년 1분기부터 현재 익선동의 모습인 

2019년 3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한옥이 밀집해있고, 대

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일대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는 익선동과 더불어 인접한 돈의동, 낙원동의 일부를 포함한

다. 익선동 일대는 3개의 지하철 호선이 지나가는 종로3가역 출구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

이 있다.

           

[그림 1-2] 익선동의 위치 및 연구 대상지 경계

출처 : 네이버 지도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본 연구는 상업화에 따른 익선동의 장소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기 때

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모습과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

계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

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소성, 상업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고, 이를 참

고하여 분석틀도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서적과 보고서, 국내 다양한 

언론매체의 뉴스와 기사,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익선동의 과거에서부

터 현재까지의 변화 모습을 정리하였다. 

  둘째, 2019년 9월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익선동의 물리적 현황에 대

해 파악하였다. 가로의 형태, 현재 운영 중인 점포의 업종과 형태, 규모

를 전수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익선동의 과거 모습(2013-2014년)을 

로드뷰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연구자가 2015~2018년부터 구축해 놓

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리적 특성의 변화 모습을 분석하였다. 

  셋째, 내부인의 행태 및 의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 및 상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 인터뷰에 따르면 시기

에 따라 익선동에서 거주하거나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행태와 성격

이 달랐다. 처음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익선동의 변화 모습을 기억하는 

상인 및 주민(2013년 이전부터 거주 및 상점 운영)을‘그룹A’로 분류하

여 인터뷰하였다. 둘째로 2014-2015년 사이에 익선동에 입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했고, 이들을‘그룹B’로 칭하였다. 2016-2017년 사이에 

입점한 상인들은‘그룹C’로, 2018-2019년 사이에 익선동에 입점한 상인

들을‘그룹D’로 정하고 각각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녹취한 인터뷰 내용

을‘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4)’을 활용하여 코

4)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Glaser와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에서 한 현상을 설



딩 및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로‘입점 계기, 입점 시기, 용도/업종/외관 

변화’를 파악하여 행태적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익선동에 대한 장소 

이미지’파악을 위해 각 그룹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어휘, 문장 등을 유

형화하고, 반복적으로 범주화하여 그들의 익선동에 대한 의미적 특성 변

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외부인)의 행태 및 의미적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Python(Jupyter Notebook)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5) 글을 웹 크

로링 한 후, 텍스트 마이닝 기법6)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방문객들이 과거 기억을 왜곡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기록하는 SNS의 경우에는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기

록되어 소실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검색어는‘익선동’으로 하였고 

데이터는 검색기준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분기

별’로 하였다. 블로그는 최대 10,000개의 게시글을 제공하는데 시간

적·비용적 효과를 위하여 1단계로 각 분기마다 1,000개의 블로그 글만 

크롤링하였다. 2단계로 1,000개 중 100개의 글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그 후 익선동에 대한 광고성7) 글이나 익선동의 장소성과 무관한 내용

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 자료의 분석법으로 개발되었다. 반복적 비교
분석법의 과정은‘개방 코딩’,‘범주화’,‘범주 확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코딩(Open Coding)은 자료를 읽으면서 여백에 코딩의 이름을 표시하는데, 주
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혹은 어구로 정하는 단계이다. 범주화는 개방 
코딩 이후 코딩된 자료를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단계이다. 개방 코딩에서 분류한 
단어 혹은 어구보다 상위개념으로, 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추상화하여 나
타내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료와 개방 코딩 및 범주화 작업물을 서로 비교
하면서 분류가 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끝맺는다(유기웅·정종원·김영
석·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5) 블로그(Blog)는 웹(Web)과 일기(Log)의 합성어로, 웹상에서 일기를 쓰는 것 같은 
개인 중심의 미디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야기나 정보를 웹에 기록하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권상희·우지수, 2005; 김경희·배진아, 
2006; 유세경·김미선, 2007; 김희진, 2015에서 재인용).

6)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은 텍스트가 지니는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여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찾아내어 그 텍스트가 어떠한 카테고리를 지니는지 등의 결
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으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관련 빅데이터를 추출하
여 처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황준기, 2015). 
‘익선동’동네 자체를 소개하거나 방문한 후에 쓴 글이 아니라‘꽃배달, 퀵서비



(‘를’,‘이나’와 같은 조사 등)을 정제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

한 분석틀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하였다. 블로그 분석을 통하여 외부인의

‘방문 목적, 방문 계기, 활동 및 체험’을 통해 시기별 행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미적 특성의 변화는 장소 이미지를 의미적 특성으로 

여기고,‘장소 형용사’를 이용하여 익선동이 상업화되면서 어떠한 이미

지로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1-3] 연구 흐름도

스, 철물점, 설비, 베어링’ 등의 업체의 서비스 지역 증 익선동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상업화’와는 무관한

   게시글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2장. 장소성 개념 및 상업화로 인한 변화

 제1절. 장소성의 개념 

  1. 장소의 개념 및 정의 

  공간(Space)과 장소(Place)는 일상생활 속에서 혼용되지만 실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간은‘아무

것도 없는 빈 곳’,‘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범위’로  

정의되며 장소는‘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정의된다. 

Tuan(1977)에 따르면 공간은 의미가 없고 차별화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인간이 공간에‘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 

공간이 장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Carter(1993)는“인간은 이러

한 체험(Lived Experience)를 통해 어떤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

것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장소 생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Doreen Massey(1994)는 비판지리학의 입장에서 장소를 사회적 관계들

의 특정한 조합으로서 새롭게 인식하고자 제안하였다. 이석환·황기원

(1997)은 장소와 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장소를 공간·환경·경

관·위치 등과 비교하였다. 또한 장소는 시간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며 

장소에 대한 경험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의 체험과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통틀어 표현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공간과 장소를 차별화하는 특징인‘의미’에 대한 연구도 잇따라 이어

졌다. 최막중·김미옥(2001)은 의미를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만들어지

는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라고 정의했으며, 의미를 가진 공간을 장소라 

했다. 백선혜(2004)는 장소를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위의 결

과물이 의미의 형태로 부여되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도 표현하였다. 

  이처럼 장소는 다양한 정의와 요소에 의해 정의되고 있고, 인간 활동



의 유무와 결과물로 발생하는 의미로 공간과 구분된다. 무의미한 공간에 

인간 활동과 같은 의미적 요소가 부여되면서, 공간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며 결합할 때에 장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장소’는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공간이자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애

착을 갖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Relph, 1976; Tuan, 1977). 

[표 2-1] 다양한 장소의 정의

장소의 정의 
Lukemann 

(1964)
물리적 실체와 정서적 측면을 가진 특정한 영역

Relph 

(1976)

지리학적 개념인 공간에 특정 활동이 지속적으로 장시간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공간 

Yi-Fu Tuan 

(1977)

의미가 없는 영역인 공간에 인간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애착을 갖게 되는 공간 
Carter 

(1993)

인간이 경험을 통해 공간을 이해하고 의미 및 가치를 부여

하여 만들어지는 공간 

Doreen Massey

(1994)

장소는 사회적 관계들의 특정한 조합으로 특수성을 가지지

만 내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에서 기인

하는 것 
이석환·황기원

(1997)

공간이 지니는 물리적 속성에 특정한 활동과 의미와 상징성

을 포함하는 곳,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곳 

최막중·김미옥

(2001)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생기는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인 

의미를 지닌 공간 
김형국

(2002)

머무름을 뜻하며 안전성, 안정성, 유형성의 특징을 지니는 

공간 

백선혜

(2004)

공간에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의미의 형태로 부여되어 만들

어지는 실체 

이무용

(2006)

물리적 공간 환경,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고유성, 역사성, 정체성, 다중성을 

띤 총체적 실체
홍경구

(2009)
물리적, 활동적, 상징적 측면이 더해진 복합적 개념 

현우정·정진우

(2010)
공간(Space)에 행위와 경험이 더해진 공간 

황지희

(2013)

특정한 규모의 물리적 실체와 인간 행위의 결과물이 결합되

어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실체 

출처: 백선혜(2005), 홍성희(2011), 황지희(2013) 재인용 및 재구성



  2. 장소성의 정의 및 구성 요소 

   1) 장소성(Placeness)의 정의

  장소성이란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특성을 의미한다(이석환·황기원, 1997; 최막중·김미옥, 

2001). 장소성은‘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장소감(Sense of 

Place)’,‘장소이미지(Image of Place)’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Lynch(1960)와 Relph(1976)에 따르면 ‘장소정체성’은 장소에 개별성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고유한 특성으로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되게 하

는 근거라고 표현된다.‘장소감’은 사람들의 단순한 인지나 지각, 공감

능력, 장소와 관계 맺기 등으로 정의된다(Relph, 1976).‘장소이미지’는

인간이 장소를 선택적 느낌으로 단순화하고 의도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Lynch, 1970; 권윤구, 2013에서 재인용). Relph(1976)는 장소이미지가 개

인 혹은 집단의 경험 및 장소에 대한 관련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Tuan(1977)은 장소성을 추상적인 공간이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 의미가 담긴 구체적 장소가 되고,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했던 물리적 

공간이 친밀해질 때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석환·황기원(1997)은 장소가 실용적 국면, 지각적 국면, 실존적 국면

에 부합하여 진솔성을 확보하고, 장소 정체성(Identity of Place)과 장소 

애착(Attachment)을 유발하여 진솔한 장소감과 정신이 형성된 총체적 특

질을 장소성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각자 특정 장소에 대해 다른 경험

을 하고 다른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장소성은 주관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했다(백선혜, 2004). 즉 장소성은 장소의 본질이자 구체적으로 장소

가 지니는 의미이며, 인간의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과 상

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낸 인식이자 총체적인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다

(어정연·여홍구, 2010; 유하나, 2018에서 재인용).  

 



            

[그림 2-1] 공간과 장소의 개념 및 장소성과의 관계8)

   2) 장소성의 구성 요소 

  Relph(1976)는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의미가 장소성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이며,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기후, 건물, 자연환경, 인간이 창조한 환경을 말한다. 인간의 활

동은 표면적이고 관찰이 가능한 행동으로, 개인의 태도나 성향에 따라 

창조적, 파괴적, 수동적, 공공적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의미는 장소

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느낌, 의도, 기억 등 심리적 요인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 Steele(1981)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심리요

소인 감정, 지각, 행위에 영향을 주면서 장소감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이

와 유사하게 Greene(1996)은 관리된 환경을 추가하였다(안내영, 2011; 권

윤구, 2013; 김희진, 2015). Bonta(1994)는 물리적 실체를 물리적 대상물, 

문화적 실체를 조직 및 사람들로 여기고 물리적 실체에 문화적 실체가 

포함되면서 장소성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석환·황기원(1997)이 소환경(물리적 측면), 경험(활동적 

측면), 의미와 가치(상징적 측면)에 시간이 더해져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

소가 된다고 하였다. 백선혜(2004)는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문화적 요소, 상대적 요소, 정

서적·상징적 요소들에 가시성과 반복적인 경험이 더해져 장소성이 만들

어진다고 하였다. 현우정·정진우(2010)는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경험

8) Relph(1976); Tuan(1977); 백선혜 재인용. 



과 행위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의미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장소성의 구성 요소는 각 연

구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상징, 장소와 인

간과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Relph(1976)의 이론

을 바탕으로 심화된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Relph(1976)의 장소

성 개념 및 구성요소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물리적 요소, 행태적 요소, 

의미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장소성을 정의내리고자 한다.  

[표 2-2] 장소성의 구성 요소

  

장소성의 구성 요소

Relph

(1964)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의미, 인간의 상호작용

Tuan

(1977)

시간(경험의 반복)과 가시성(장소의 특정요소가 가시화 되어 

인간이 참여하고 체험함)
Steele

(1981)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인간의 심리요소(감정 등)

Bonta

(1994)
물리적 실체(물리적 대상, 사람), 문화적 실체(의미) 

Greene

(1996)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관리된 환경, 인간의 심리적 관

계 
이석환·황기원

(1997)

소환경(물리적 측면), 경험(활동적 측면), 의미와 가치(상징적 

측면) 
백선혜

(2004)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문화적 요소, 상대적 요소, 정

서적·상징적 요소, 가시성 및 반복적 경험 
현우정·정진우

(2010)

경험과 행위를 통한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의미의 상호 

작용 

                                   

[그림 2-2] 장소성의 구성요소(Relph, 1976)



   3) 장소성의 세부 구성요소 

  장소성의 구성 요소인 물리적 요소와 행태적 요소, 의미적 요소는 추

상적인 개념이므로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구성요소를 도출해낸 

연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태진·구자훈(2004)은 물리적 요소로는 필지, 건물, 도로, 블록, 대상

지 전체를 보았고, 행태적 요소로는 방문목적, 방문동기, 방문 교통수단, 

방문횟수 등이 있음을 관측하였다. 이철우(2005)는 가로형태, 오픈스페이

스, 조형물 등을 물리적 요소로 보았고, 업종분포 및 구성, 네트워크를 

행태적 요소로, 지역 주민과 외부 수요자의 의미 및 이미지 차이로 의미

적 요소를 보았다. 현우정·정진우(2010)는 가로형태, 오픈스페이스, 조형

물, 가로폭을 물리적 요소로 보았고 공간의 접근성, 교통시설, 업종 등을 

행태적 요소로, 문화자원의 유무, 휴식공간, 이벤트 등을 의미적 요소로 

보았다. 윤석영(2015)은 물리적 요소로 위치, 자연경관, 건축물 외관을, 

행태적 요소로 역사, 문화예술, 생활양식을, 의미적 요소로 지역의 정보

제공 및 이용객의 의미부여를 보았다. 하혜지(2017)는 물리적 요소로 필

지변화, 교통접근성, 가로 및 시설을, 행태적 요소로 토지이용 변화, 보

행환경, 방문형태 및 목적을, 의미적 요소로 조형물, 감정, 만족도, 지역 

이미지를 세부 구성요소로 추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요소로는 건물(형태, 층수, 용도), 가로(폭, 

길이), 필지(변화, 규모), 유동인구 등이 있었다. 행태적 요소로는 방문목

적 및 동기, 공간으로의 접근성, 교통시설, 토지이용 변화, 프로그램 및 

행사 체험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미적 요소로는 상인 및 방문객이 

느끼는 이미지 및 인식 차이, 역사적 요소, 이벤트, 감정 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영하고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후에 장소성의 특성 및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2-3] 장소성의 세부 구성요소     

장소성의 세부 구성요소

물리적

요소

김태진·구자훈

(2004) 
필지, 블록, 도로, 건물, 노점, 대상지 전체

이철우 외 (2005) 도로 조직, 도로 체계, 경관

현우정·정진우

(2010)
가로형태, 오픈스페이스, 조형물, 가로 폭 

문현영·윤재은

(2011)
보행로, 가로 형태, 가로 시설물 

윤석영 (2015) 지리적 위치, 자연경관, 건축물 외관, 편의시설 

하혜지 (2017)
필지변화, 교통접근성, 가로 및 가로시설, 

유동인구

오후·황희연

(2017)

상징 조형물, 녹지공간, 수변공간, 건물, 도로, 

광장, 문화시설 

행태적

요소

김태진·구자훈

(2004)

방문목적, 방문동기, 방문시 교통수단, 

방문횟수 

이철우 외 (2005) 업종분포 및 구성, 업종 네트워크, 영업 동기
현우정·정진우

(2010)

공간의 접근성, 교통시설, 인구유입 가능성,

업종

문현영·윤재은

(2011)

생활, 쇼핑, 휴식, 운동, 관람, 놀이, 이동, 

모임
윤석영 (2015) 역사, 문화예술, 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하혜지 (2017) 토지이용 변화, 방문형태 및 목적, 보행환경
오후·황희연

(2017)
체험 프로그램, 길거리공연, 각종 대회

의미적

요소

김태진·구자훈

(2004)

역사, 이벤트, 축제, 상인 및 방문객이 느끼는 이

미지

이철우 외 (2005)
지역주민과 외부수요자의 의미 및 이미지 

차이 분석

현우정·정진우

(2010)

문화 자원의 유무, 휴식공간, 이벤트, 

퍼레이드
문현영·윤재은

(2011)
상징적 요소, 역사적 요소

윤석영 (2015) 지역의 정보제공, 이용객의 의미부여

하혜지 (2017)
지역 이미지, 조형물, 안내판 및 표지판, 

만족도, 감정 
오후·황희연

(2017)
장소 이미지, 감정(장소 애착) 

출처: 하혜지, 2017; 강현우, 2018에서 재인용, 재구성



  3. 내부성과 외부성 

  Relph(1976)에 따르면 장소의 본질은‘외부’와 구별되는‘내부’의 

경험 속에 있다고 한다. 외부에서 장소를 바라보는 것과 내부에서 장소

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여행자가 되어 마을을 바라보는 것이

라면, 후자는 개인이 직접 장소에 둘러싸여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논리로 Relph는 내부와 외부의 입장에 따라 느끼는 장소

성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Relph, 2005, p.116). 다만 개인은 실제로 내부

와 외부의 구분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다. 이는 개인마다 다양한 강도로 

외부성과 내부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Relph는 피터 버거가 세 가지로 

분류한‘인류학자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문화에 동화되는 수준’을 참고

하여 장소의 내부성과 외부성을 분류하였다.‘행동적 내부성’,‘감정 

이입적인 내부성’,‘실존적 내부성’으로 나누었는데, 이들은 각각 육

체적 개입, 장소에의 감성적인 참여와 개입, 장소에 완전하게 빠져드는 

것으로 설명된다(Relph, 2005, p.118). 이 중에서 실존적 내부성은 가장 

직접적으로 장소와 체화되는 것인데, 이와 다르게 간접적으로 장소를 경

험하는 방식들도 있다. 소설이나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장소를 경험하

는 간접적인 방식의‘대리적인 내부성’과 장소가 단순히 다른 활동을 

위한 배경이 되거나 장소의 개념·입지로 다루어지는‘부수적 외부성’

이 있다. 모든 장소로부터 심각하게 소외되는‘실존적 외부성’도 있다

고 하였다(Relph, 2005, p.119). 

  또한 Relph(1976)는‘참된 장소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장소감을 느

끼기 위해서는 개인은 장소의 내부에 있어야 하며 개인의 입장으로도 공

동체의 입장으로도 자신의 장소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Relph, 2005, p.150). 그러나 Relph(1976)는 이와 반대로 대중 문화, 키

치9), 관광지화 등은 장소에 대한 진정하지 못한 태도라고 하였다. 특히 

9) 키치 : 기념품이나 선물로 팔리는 평범하고 스타일 없으면서 달콤한 감상을 불러



매체(Media)가 장소들을 서로 비슷하게 만들고 차별성이 없는 경험을 하

게 하면서 장소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Relph는 이러

한 영향으로 특정 지역이 장소성을 상실하는 무장소성을 겪게 될 수 있

기 때문에 대중매체로 인해 만들어진 진정하지 못한 장소성은 실제 장소

의 특성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외부성’과 더불어‘내부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ph, 2005, p.243).  

[그림 2-3] 내부성과 외부성(Relph, 1976)

일으키는 저속한 물건. 본 논문에서는 장소가 물건으로 취급되는 진정하지 못한 
태도로 쓰였다(Relph, 2005, p.184).



 제2절. 상업화로 인한 장소성의 변화

  1.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과정 및 특징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Glass(1963)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

진 용어로, 영국 산업혁명 이전의 토지귀족인 젠트리(Gentry)와 같은 중

산층 계급이 런던의 노동자 및 빈민층의 주거지에 유입하여 원주민을 내

쫓고 고급스러운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뒤이

어 학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다양한 형태와 형성 과정을 발견하였으

나, 사회·경제·환경 등의 복합적인 고려요소들이 많아 쉽게 정의 내리

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은 Glass의 정의에서 발전

하여 더욱더 넓은 의미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지방의 젠트리피

케이션(Rural Gentrification)10)’,‘정부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State-led 

Gentrification)11)’,‘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등 새로운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이 제시되었다(김희진, 2015). 

  본 연구와 관련있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은 상업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상업용 부지, 상

업가로 등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한다. 상업시설의 변화와 

고급화라는 관점에서‘소매업 젠트리피케이션(Retail Gentrification)’또

는‘부티크화(Boutiquification)’라고도 불린다(Bridge and Dowling, 2010; 

Less et al., 2008; Sullivan and Shaw, 2011; Wang, 2011; Zukin and 

Braslow, 2011). 

  Zukin(1998, 2008)은 신중간계층인 젠트리파이어12)가 소비를 통해 그들

10) 지방에서의 신 중간계층의 정착,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저소득 계층의 강제
이주 및 주변화(marginalization)과 관련된 현상으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김희진, 2015)

11) 정부 및 정부기관이 중산층의 도심 회귀 및 정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Cameron, 2003; Lees et al., 2008; 김희진, 2015).

12) 젠트리파이어(gentrifier):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체 (Rose, 1984)



만의 차별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진정성·윤리·심미성·문화성·독특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양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Ley(1996)는 

초기 젠트리파이어가 대량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소량의 독특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 공예상점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밝혔고, 이들의 행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ridge and Dowling(2001)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주요 소비행태는 개인화된 소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Zukin(1991)은 젠트리파이어가 세련된 레스토랑, 고급 와인바 등 고급스

럽고 차별화된 소비양식을 즐기는 소비자이며, 이를 다시 사람들에게 제

공하는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대중에게 SNS나 언론을 통해 새로

운 문화 소비 및 생산양식을 제공하며 전파하기 때문이다(Zukin, 1998). 

따라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중간계층(젠트리파이어)의 소비양식

이 상업시설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초래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개성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예술가의 공방, 개인 카페 등의 

상점들이 주를 이루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중기에는 고급화된 상품을 판

매하는 고급 레스토랑, 고급 의류점 등이 주를 이룬다(Ley, 1996; Zukin, 

2010; Zukin and Braslow, 2011). 이러한 상점들의 입점으로 지역이 유명

해지면서 유동인구는 급증하고, 상점 수요가 높아지므로 임대료가 급증

한다. 이에 따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자본인 체인상점

들이 진출하면서 신중간계층이 선호하는 기존의 독특한 상점들이 감소한

다(Zukin, 2010; Zukin et al., 2009; Zukin and Braslow, 2011; 김희진, 

2015에서 재인용). 본래 사람들이 좋아했던 독특하고 차별성있는 특징은 

사라지고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점포들로 가득 찬 지역으로 될 가

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2015)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과정을

[그림 2-1]과 같이 총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처음에는 오랜 시간 

동안 노후되거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공방을 운

영하는 문화예술가나 개인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입주한다



(1, 2단계). 초기 젠트리파이어들이 문화자원과 상품을 판매하면서 독특

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지역만의 장소성이 생겨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된다(3, 4단계). 이에 따라 상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임대

료는 수요에 맞추어 상승하게 된다(5, 6단계). 이 때문에 초기 문화예술

가나 소상공인은 임대료의 부담으로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이주하고, 임

대료가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7단계).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값비

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다른 지역과 동

질화 되고, 결국 지역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8단계).  

    

[그림 2-4]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과정

출처: 서울시, 2015,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상업시설의 변화)은 지역사회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도시재생’및‘도시활성화’와 비슷한 맥

락으로 지역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Freeman(2006)은 젠트리피케

이션 과정에서 지역 상점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예술가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공방,

개인 카페 등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방문

객들의 유입을 증가시킨다(Zukin and Kosta, 2004). 부정적인 측면은 본

래 지역 상점들은 사라지고, 초기 젠트리파이어들의 상점들도 임대료 및 

지가 상승으로 강제 이주되는 것이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고

급화된 상점이 즐비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간의 커뮤



니티와 지역 정체성이 약화시키면서 장소에 대한 애착과 장소성을 파괴

하기에 이른다(Davidson and Lees, 2010; 김희진, 2015에서 재인용).

  2. 장소성 변화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특정 지역의 장소성은 유지될 수도 있으나 늘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

라, 구성 요소들이 변화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변할 수 있다. 장소성은 

소멸할 수도 있고,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다(유하나, 2018). 앞서 언급한 

대로‘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 궁극적으

로 지역의 정체성을, 즉 장소성을 파괴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

져 있다. 상업화 및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장소성 변화의 원인이자 

장소성 상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Massey(1994)는 장소성을 특정하고 고유한 하나의 것으로 결정짓

는 것은‘지구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고 방식이라고 하였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장소성 변화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부

정적인 장소성이 생기거나 장소 상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

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자체는 기존 주민들의 강제 이주 등 사회적이

고 도덕적인 쟁점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대자본의 유입으로 프랜

차이즈 등 체인점이 들어서고, 새로운 유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장소의 모

습이 달라지는 것 자체는 새로운 모습을 생성한 것이지 장소 상실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장소성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현상

에 의해서만 변화하거나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늘 외부와 내부에서 활

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네트워크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장

소의 상실을 발생시킨다고 여기지 않고, 장소성은 시기에 따라 늘 변화

하지만 장소성을 변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상업화와 상업적 젠트리피

케이션을 보고자 하였다. 



  3. 장소성 변화 분석 방법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소성 변화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설문조사, 현장조사, 심층면접에 의거한 연구 또는 임대료, 업종, 

업체 수 분석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연구들은 특정 시점(현

재)의 장소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밝혀냈다(김태진·구자훈, 2004; 이철우, 

2005; 현우정·정진우, 2010; 문현영·윤재은, 2011; 윤석영, 2015; 하혜

지, 2017; 조세은, 2019). 이는 특정 시점의 장소성 및 사람들의 장소성 

인식을 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장소

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바는 없고, 특정한 원인에 의한 대상

지의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둘째는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황준기

(2015)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화자원이 풍부한 홍대, 이태원, 신사동 

지역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장소성 변화 연구를 했다. 그

러나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2012-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만 데이터를 분

석하여 장소성을 도출하려 하였기 때문에, 대상지의 전체적인 장소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상지 내 예술가들이나 이해관계

자들의 장소감은 고려하지 않고 방문객의 의견에만 치우쳐 완벽한 장소

성의 개념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김희진(2015)은 문화주도적 젠트리피

케이션을 겪은 삼청동과 신사동 가로수길의 상업화 과정을 도출하고, 두 

대상지의 비교를 통해 상업시설의 유형 간 변화 관계를 나타냈다. 상업

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전체를 인식하던 사람들이 개별상점만을 인식

하는‘분절화, 파편화’현상을 중심으로 장소 인식변화를 도출하였다. 

또한 외부인들의 장소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네이버 블로그와 신

문기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업시설 변화가 장소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했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장소성을 

상실시킨다는 원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와 맥락이 다르



다. 강현우(2019)는 Textom 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가공하고 중심성, 연결

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익선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속도 

분석을 하기 위한 키워드 도출을 위해 장소성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익

선동과 관련된 키워드를 총 48개로 정하여 연도별로 관련 키워드의 개수

를 세었고, 젊은층을 대상으로‘핫 플레이스, 데이트’등 단어의 언급 

개수로 익선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속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장소성은 Relph(1976)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내부에서 거주

하거나 생활하는 이들이 느끼는 감정과 외부인들이 장소에 방문하였을 

때 느끼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특

성이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은 상업화로 인한‘장소성 변화’개념을 

이용하여 대상지를 분석하였으나, 방문객의 입장에서만 장소성 변화를 

추적하였다. 또한‘장소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도 각 연구자마다 상이하

고, 단기적인 시점으로만 장소성 변화를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Relph(1976)가 언급한 장소

성 구성요소를 분석틀로 삼아 장소성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또한 내부성과 외부성을 모두 고려하여 익선동의 장소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부인(상인 및 주민)과 외부인(방문객)의 행태와 

의미(장소 이미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모두 분석할 것이다. 



제3장. 익선동의 현황 및 분석틀

 제1절. 익선동의 개요 및 현황

  1. 형성 및 변화과정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은 2018년에 북촌, 서촌과 더불어 3대 한옥마을

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한옥밀집지역이자 조선시대 

피맛길과 고려시대 골목길이 남아있는 곳이다. 특히 익선동 166번지 일

대에는 인접한 북촌의 한옥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고 아담한 크기의 한옥

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이어져 있다. 10평형부터 50평형까지 규모가 다

양하지만, 평균 30평형대 이하로 여느 한옥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익선동 한옥들은 북촌과 서촌의 한옥처럼 정돈되거나 깔끔하지는 않으

나, 도심 속 보금자리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김경민·박재민, 2013). 

  익선동의 명칭은 1914년 일제 동명 제정 시에 익동(益洞)의‘익’자와 

정선방(貞善坊)13)의‘선’을 따서 만들어졌고,‘예전보다 더 좋은’이라

는 뜻으로도 불리운다14). 지금의 한옥마을이라 불리는 익선동 166번지 

일대는 본래 조선시대 철종의 생가이자,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사당인 누동궁(樓洞宮)이 있던 곳이다. 면적 8,264㎡(2,500평)으로 규모가 

큰 궁이었으나, 후손인 청풍군 이해승이 한일합방 이후 친일의 길을 걸

으며 조선 귀족이 되었고, 1930년경에 누동궁을 팔아 서대문구 홍은동으

로 거처를 옮기면서 누동궁의 역사는 끝맺게 되었다(오우석, 2013).  

13) 정선방(貞善坊): 조선 태조5년(1396)가 한성부를 5부 52방으로 나눌 때, 익선동은 
중부 정선방에 속한 지역이였다. 정선방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 중부 
8방 중의 하나로서 묘동, 누동, 익동, 니동 등이 있었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익선
동, 운니동, 돈의동, 묘동, 낙원동 등이 일부에 해당된다. 

14)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지명사전(2009)



            

[그림 3-1] 대경성부대관에 표시된 누동궁 자리 (1936, 조선 신문사)

  누동궁 자리(익선동 166번지)에는 1910년대 후반부터 주택산업에 뛰어

든 민간 디벨로퍼에 의하여 중산층 이하 서민을 위한 한옥집단지구가 조

성되었다. 1920년 일제의 회사령 철폐로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유입되면

서, 민족자본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주로 용산과 남산 일대에 거주하

던 일본인들은 주거지와 상업활동을 종로 일대까지 확대하면서 도심까지 

남진했으며, 조선인들의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김경민·박

재민, 2013). 누동궁이 사라지면서 궁에서 거주하던 국악사, 대관, 수라간 

사람들도 갈 곳이 없어 익선동에 머물게 되었다. 1930년대 경성 내 일본

인의 주택부족률은 2.74%에 불과하였으나, 조선인의 주택부족률은 15.5%

로 약 5배가 높았다. 이로 인해 상경하는 조선인들의 주택난과 경제난은 

더욱더 심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종로 침탈을 막고 주택난을 해

결하기 위한 소규모 도시형 주택산업이 발달했다. 또한 커다란 땅을 매

입하여 분할한 후 한옥을 지어 분양한 민간 디벨로퍼들이 등장하였다(김

경민·박재민, 2013; 김경민, 2017). 

  정세권은 이 시기에 활동한 민간 디벨로퍼 중 하나로, 자신의 회사 건

양사를 통하여 1930년에 누동궁의 커다란 땅을 매입한 후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세권은 익선동 166번지, 32번지, 33

번지에 약 37채의 한옥을 건설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를 변

형한 다른 차원의 한옥을 만들었다. 개량한옥에는 수도와 전기가 들어왔



고, 행랑방과 장독대, 창고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정원을 넓혀 환기와 햇

볕이 원활히 통하도록 하였다. 계절과 경제 상황에 따라 건축비용을 절

감하거나 주택 금융 방법을 달리하는 등 조선 서민층이 입주할 수 있도

록 많은 방안을 마련하였다(김경민, 2017). 정세권과 더불어 다른 민간 

디벨로퍼들도 같은 맥락으로 한옥을 건축하였으며, 익선동은 15평에서 

최대 60평까지 다양한 규모의 한옥주거지로 자리 잡았다(오우석, 2013). 

      

     [그림 3-2] 한강 이북 한옥밀집지역15)  [그림 3-3] 익선동 한옥밀집지역의 모습

  1950-60년대에 들어 큰 규모의 한옥들은 정치의 중심이었던 요정으로 

바뀌었다. 1970-80년대에 삼청각, 대원각과 함께 3대 요정으로 불리던

‘오진암’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진암은 1953년 익선동 34번지 일대에 

약 700평의 단층 한옥을 개조한 요정으로, 1972년 7·4 공동성명을 논의

하는 등 정치인들의 장소로 유명했다. 당시 500명 가량의 직원들이 일하

고 있었는데 이들은 익선동 한옥에서 쪽방살이 했고, 그들이 공연 때 사

용하는 한복이나 악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하나 둘 생겼다.16) 오진암은 

57년간의 역사를 뒤로한 채 2010년에 철거되어 부암동으로 옮겨갔고, 현

재 이비스 호텔이 대신 자리잡고 있다17). 

15) 김경민,“서울 최고의 한옥 지구,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프레시안」, 2013.
                          
16) 2019년 9월 19일 인터뷰 
17)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3-4] 오진암의 모습 및 오진암 철거 현장 (출처: 종로 문화재단)

  한편, 1970-80년대 강남 개발 이전까지만 해도 익선동의 대규모 저택

에는 경찰서장, 대기업 사장, 원로 가수 등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었다. 

창덕궁이 바로 옆에 있고, 30-40분만 걸어가면 동대문 종합시장이 나오

고, 10-20분 거리에 종로와 명동이 있어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익선동은 8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고소득층은 이주하고, 자식

들은 출가하여 노인들이 세를 주며 살아가는 동네로 변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익선동의 한옥들은 약 60-70년 정도 되어 낡았고, 

1993년 즈음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다. 1997년도에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이 종로구청에 상정되었으나, 서울시는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판단

으로 부결하였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한옥 자재들이 낡으면서 불편함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을 찬성하여 재상정했다. 당시 고건 서울시장

은‘익선동의 한옥들은 북촌과 같은 정통 한옥이 아닌 생활 편리형 한옥

이므로 보전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익선동은 2004년 4월 5일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완전 철거 방식으로 14-16층 주상복합 건물 7동이 들어서는 도시환경정

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18)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위원회는 조합 방식으로 10년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지주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조합방식을 

반대했고, 이에 따라 거래량은 적어지고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18) 2019. 9. 19 인터뷰 자료, “사라지는 마지막 한옥촌”, 「경향신문」, 2004.



개·보수가 어려우므로 익선동은 더욱더 슬럼화되었다. 사업 진행이 10

년간 부진하자, 2013년에 마을 주민들은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하

여 52% 동의율로 추진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서울시는 트리플 역세권이

자 입지가 좋은 익선동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을 시작하였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익선동에는 80-90년 된 낡고 비가 

새는 한옥들과 슬럼화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의 빈집이 많았다. 

  한편 익선동은 행정 공백 상태로 슬럼화되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새

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익선동을 발견한 젊은 

예술가들과 창업가들이 권리금이 없는 빈집을 저렴하게 임차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익선동만의 분위기, 한옥, 골목이 좋아서 들어 온 이들은 한옥

의 외관과 내부를 최소한 적게 보수하여 카페나 공방으로 활용했다. 처

음에는 2~3개의 한옥 카페나 공방, 게스트하우스에서 2016년에는 이탈리

안, 경양식 레스토랑이 생기고, 더욱더 다양한 카페와 주점이 생겼다. 

2017-2018년에는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공사 소리와 다양한 업종의 상점

이 공존하게 되었다. 2019년 현재는 초기의 모습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

되고 있고,‘삼성 갤럭시노트10 팝업스토어’까지도 입점해 있다. 익선

동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2016년부터 근 2-3년 만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19)

[그림 3-5] 2013년 익선동의 모습20)        [그림 3-6] 2019년 익선동의 모습21)        

19) 2016 ~ 2019년 연구자 현장답사자료
20) 2013년 현장답사자료, 김경민. 
21) 2019년 9월 연구자 현장답사자료



  2. 물리적 현황

   1) 가로 현황

 

  대상지의 가로별 현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의로 번호를 매겨 구분하

였고, 각 가로를 전수조사했다. 익선동은 폭 4m 이상인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 ①~⑤번 가로는 익선동

의 주요 가로이지만, 폭 1~2m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다니기에 불편함

이 있다. 길이는 85~104m로 보행으로는 4~5분 정도 소요된다. 4-5채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카페, 음식점, 악세사리점 등이 골고루 분포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⑥~⑦번 가로는 폭 2~5m이며, 특히 ⑥의 초입 부분에

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중간 지점부터는 보행으로만 이동 가능하다. 

⑧~⑫번 가로는 폭 1~2m, 길이는 30~122m로 비교적 최근에 상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⑬~⑭번 가로는 대상지 내에서 가장 넓은 가로로 

폭은 5~8m이고, 길이는 51~90m이다. 폭이 4m 이상으로 소방차 및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익선동의 가로는 폭이 약 2-3m 되기 때문에 차량진입

이 불가하고, 성인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보행하기 어려운 골목의 너비이

다. 골목 너비 자체가 좁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아담하고 위요감이 형성

되는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가로

번호

가로

폭(m)

가로

길이

(m)

①~⑤ 1~2 85~104

⑥~⑦ 2~5 56~121

⑧~⑫ 1~2 30~122

⑬~⑭ 5~8 51~90

      [그림 3-7] 익선동의 가로별 위치  

[표 3-1] 가로별 폭 및 길이



   2) 건축물 용도 및 형태 현황

  현재 익선동 내 건축물들은 대로변에 있는 2-3층의 일반 건축물을 제

외하고 대부분 단층 한옥이며, 약 25개의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

주거용도이다. 가로별로 주거·비주거용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①, ⑨, 

⑩번 가로에만 주거용 건축물들이 약 4채~13채 정도 남아있다. 나머지 

②~⑧ 번 가로에 있는 건축물들은 1~2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주거 용도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

정된 곳은 ①~⑤번 가로와 ⑥번 가로의 북쪽으로, 1층 한옥들이 밀집한 

곳이다. 나머지 가로들을 포함한 지역에도 단층 한옥들이 있으나, 2~3층

의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상가 건물들이 혼재해 있다. 

                        

        [그림 3-8] 2019년 9월 15일,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 분포 현황 

   3) 비주거용(상업) 건축물 업종 및 분포 현황 

  익선동의 건축물을 2019년 9월에 전수조사한 후, 상업용 건축물들의 

업종을 분석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익선동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29개로 분류된‘용도별 건축물’에 의거하여 크게‘제1·2종 근린생

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로 나누었다. 

이러한 기준 하에 익선동의 토지이용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6개 용도

로 세분화하고 일부 병합하면서 [표 3-2]와 같이‘음식점, 카페 및 주점, 

전통문화 관련 업종, 판매시설, 여가 및 휴식, 업무시설’로 구분하였다. 

[표 3-2] 익선동의 상업용 건축물 업종 분류 및 세분류

     

분류 세분류
음식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분식, 태국음식

카페 및 주점 카페, 디저트·베이커리, 주점 

전통문화

관련 업종
전통찻집, 한복가게, 국악사 

판매시설 악세사리, 옷가게, 잡화

여가 및 휴식 비디오가게, 오락실, 삼성팝업스토어,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방, 연구소, 사무실

  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별 분포 현황은 [그림 3-9]~[그림 3-16]과 같다. 

음식점은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59개(31.2%)로 가장 많다. 카페 및 디

저트 판매점은 51개(27.0%)로 두 번째로 많고, 익선동의 중심에 있다. 분

식집 및 주점은 한옥보전구역에는 2-3개 있으나, 대상지의 경계 부분에 

있다. 판매시설은 대부분 악세사리나 기성복을 판매하는 옷가게이며, 예

술가들이 운영하는 공방들은 익선동의 북쪽에 위치한다. 현재 익선동 내

에는 전통문화 관련 업종 상점들도 있다. 과거에서부터 한복을 직접 제

작하던 가게들은 대체로 익선동 경계 부분에만 있고, 최근 대여 및 구매 

가능한 생활한복점들과 전통찻집은 상업화되고 있는 한옥보전구역에 1-2

개 점포가 있다. 또한 여가 및 오락시설 중 비디오 가게와 오락실이 각

각 1개씩 존재하며, 현재 삼성 갤럭시노트10 팝업스토어가 2개 입점해 

있다. 숙박시설이 입점해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하여 새로 개업한 흔

적이 보이며, 1층에는 카페 및 잡화점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익선동에는 현재 공실이 6개 정도 생겼으며, 기존의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공사 중인 건물도 6개 있다.



   

[그림 3-9] 상업용 건축물 업종분류 및 업종별 분포 현황 (2019년 9월)

[표 3-3] 업종별 점포 개수 및 비율 

     

분류 개수(개) 비율(%)
음식점 59 31.2

카페 및 주점 51 27.0

전통문화 관련업종 15 7.9

판매시설 28 14.8

여가 및 휴식 9 4.8

업무시설 9 4.8
비상업용(주거, 폐업 등) 18 9.5

총 합계 189 100.0

  

[그림 3-10] 음식점 분포 현황         [그림 3-11] 카페 및 베이커리 분포 현황



  

  [그림 3-12] 분식점 및 주점 분포 현황           [그림 3-13] 판매시설 분포 현황 

   

  [그림 3-14] 전통문화 관련 업종 분포 현황        [그림 3-15] 기타시설 분포 현황

      

[그림 3-16] 공사중 및 공실 분포 현황



  [표 3-4]는 가로별 익선동의 상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9년 9월 

기준으로 가로별 업종들과 상호명, 체인점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낙원동, 돈의동’이 일부 포함

되어 있다. 대상지가 익선동 166번지 일대이므로 지번 항목에서 동명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곳은‘익선동’으로 간주하였다. 익선동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분포해 있다. 현재 익선동 한옥밀

집지역의 메인 가로인 ③, ④, ⑤, ⑥, ⑨번 가로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체인점 성격의 카페와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4] 가로별 상점 정보 

가로 연번 지번 상호명 업종
체인

여부
① 1 166-77 익선주택 카페, 디저트 

2 166-78 익선디미방 양식 
3 166-79 거북이슈퍼 주점

4 166-80 익선잡방 이탈리안 음식점 
5 166-81 틈 카페, 갤러리 
6 166-83 리장수 주점 

7 166-66 - 편집샵 
8 166-57 크래프트 루 주점 

9 166-69 익선야키토리 이마 이자카야(주점)
10 166-70 솔내음 카페 
11 166-71 경양식1920 경양식 

12 166-72 주옹당 카페 
13 166-73 동백양과점 카페, 디저트 o

14 166-65 색안경 안경점 
15 166-54 열두달 이탈리안 음식점 

16 166-64
갤럭시노트10 

스튜디오
휴대폰 판매, 체험 o

② 1 166-50 이태리 총각 이탈리안 음식점 o

2 166-49 익선한옥 
악세사리, 잡화 

(현재 영업X)

3 166-48 한그륵 한식 
4 166-47 라 렌느 카페, 디저트

5 166-46 루다 옷가게, 편집샵 
6 166-45 익동정육점 경양식 
7 166-44 프앙디 카페, 디저트

8 166-36 미담헌 스튜디오 
9 166-38 때때롯살롱 한복가게 
10 166-39 카페 온화 익선점 카페, 디저트 o



 

11 166-40 ELLIE 카페
12 166-41 크레페 엣 한옥 카페, 디저트 
13 174 마이 포에트리1 악세사리, 잡화 o

14 174 창화당 분식점 o
15 173 동북아 중식 

16 171-1 - 동남아(공실) 
③ 1 166-34 익선고로 디저트

2 166-34 에일당 카페

3 166-33 홍롱롱 중식 
4 166-32 경성상점 플리마켓 

5 166-31 서울커피 카페, 디저트 o
6 166-30 네로썸 카페, 디저트
7 166-29 남도분식 분식점 o

8 168-1 Flipper’s 
팬케이크 입점예정, 

공사중
o

9 168-4 -
편집샵(1층)  

2층 리모델링  

10 166-24 엉클비디오타운 카페, 비디오 
11 166-25 경성과자점 카페, 디저트

12 166-26 빠리가옥 경양식 
13 166-28 루스카 카페, 디저트 

④ 1 166-22 행아웃 (Hang out) 주점 

2 166-6 별천지 공실, 공사중
3 166-8 콤콤오락실 오락실 

4 166-9 멘타이코 일식
5 166-20 심플도쿄 일식
6 165 아트몬스터 주점 o

7 164-1 구르미산도 카페, 베이커리 o
8 164-1 홀리데이 베이커리 카페, 베이커리 

9 163 칼리가리브루잉탭룸 주점, 경양식 o
10 162 익선동 162 한식 o
11 161-2 마이 포에트리2 악세사리, 잡화 o

12 167 슈퍼 슈퍼
13 돈의동 18 오얏꽃 카페, 디저트 
14 돈의동 19 스타호스텔 숙박시설 

15
돈의동 

12-1
정수 종합설비 철물점 

16 돈의동 10 막돼먹은 수원성 한식

17 돈의동 9 노들집 한식 

⑤ 1
낙원동 

82-3
반기다 한식

2 166-76 뜰안 전통찻집
3 166-86 아씨방앗간 향수 공방 
4 166-51 익선숲 편집샵

5 166-36 미담헌 전통찻집 
6 166-35 지오쿠치나 이탈리안 음식점 o



 

7 166-23 마당 플라워 카페 
8 166-21 익선반주 주점
9 166-20 명가헌 전통찻집, 주점 

10 166-14
갤럭시노트10

팝업스토어 
휴대폰 판매 o

7 166-23 마당 플라워 카페 

8 166-21 익선반주 주점
9 166-20 명가헌 전통찻집, 주점 

10 166-14
갤럭시노트10

팝업스토어 
휴대폰 판매 o

11 166-62 식물 카페, 주점 
12 166-16 살라댕 방콕 태국 음식점 

13 166-17 감꽃당 카페, 베이커리
14 166-18 간판없는 가게 이탈리안 음식점

⑥ 1 낙원동 119 푸하하 크림빵 베이커리 o
2 낙원동 120-1 떡가게 종춘 익선 떡집 o
3 낙원동 120-2 망원동 티라미수 카페, 디저트 o

4 낙원동 122 호텔 세느장 카페, 호텔 
5 돈의동 30 노가리슈퍼 주점 

6 돈의동 30 서울에이드 디저트, 분식 
7 돈의동 26 르 블란서 프랑스 음식점 
8 돈의동 23 비밀 더 밀라노 이탈리안 음식점 o

9 170-1 호호식당 일식 o
10 170 낙원장 카페, 호텔(공사중) 

11 169-2 - 리모델링 중 
⑦ 1 돈의동 21-4 구스 아일랜드 주점 o

2 돈의동 21-3 밀토스트 카페, 베이커리 

3 돈의동 21 온(溫) 카페, 베이커리 
4 돈의동 17-1 통돼지집 한식, 고기 

⑧ 1 낙원동 82-7 밀도 베이커리 o
2 낙원동 82-8 익선동 빈티지 잡화
3 낙원동 82-9 오마래 경양식

4 낙원동 83 R.TARI 주점
5 낙원동 82-5 종로한복 한복가게
6 낙원동 82-6 민화부티크 카페, 디저트 

⑨ 1 161-1 성아 배치코트 수선 
2 160-3 익선세겹살 한식, 고기 

3 158-5 도시행정발전연구소 연구소
4 158-4 모노코크 악세사리, 잡화 
5 154-18 메이나인쓰 공방

6 154-18 다소곳이 한복
7 154-17 대학로 수제모찌 디저트 o

8 154-10 압구정 하루 일식 o
9 110-4 이층양옥 경양식 
10 120 녹기전에 디저트

11 120 제이작업실 미용실 

  



 

12 121 한평매장 잡화
13 121 익선동121 한식
14 122-1 The tree 잡화, 편집샵

15 118 익선키친 경양식, 주점 
16 123-2 4.5평 우동집 일식 

17 123-2 다다익선(샤브샤브) 한식 
18 125-2 랑만궁떡 분식

⑩ 1 110-2
김희영 쥬얼리&

낙원한복

공방, 잡화, 

한복가게

2 109 운카이라멘 일식
3 154-3 끼룩하우스 카페, 베이커리

4 154-1 M쥬얼리 공방, 잡화
5 154-1 주현한복 한복가게

⑪ 1 126-2 한일생고기 한식

2 126-3 열정숯불닭갈비 한식
3 126-3 농담 양식

4 146 지중해 이탈리안 음식점
5 150 송암 한식
6 145 살라댕 다이닝 양식

7 144 더 썸머 방콕 태국 음식점 
⑫ 1 129 사르르 녹다 카페, 디저트

2 130 익선동 그집 주점
3 131-2 CAFE 1993 카페, 디저트 
4 128-1 금보사 잡화 o

5 128-1 BISTRO 88 주점 
6 127-5 예술인 공방 공방 

7 127-5 라온미 잡화 
⑭ 1 137-2 종로 스테이크 더 안심 양식

2 137-2 연죽 한식 

3 133-2 YANKEES BURGER 양식 o
4 낙원동 82-3 STUDIO JHK 공방, 학원 

5 132-2 7 ELEVEN 편의점 o
6 132-2 도모다찌 라멘 일식 
7 132-2 호돌이 환전소 환전소, 잡화

8 131-2 CAFE&PUB 1993 카페, 주점
9 127-5 JUNG’S SANDWICH 카페, 디저트 

10 127-5 상희 헤어샵 미용실
11 127-5 디지털 스토어 컴퓨터 판매, 수리
12 127-5 삼중 부동산 공인중개사

13 127-4 PLEASE!! COFFEE 카페
14 127-4 은날개 한복의상실 한복가게

15 127-4 이레자수 한복가게 
16 127-4 서울한복 한복가게
17 127-4 충주댁 양은솥밥 한식

18 125-2 소담집 한식
19 125-2 잔치마당 한식



  3. 도시계획 현황

   1) 용도지역·지구

  익선동은 약 100년간 서민들의 주거용 한옥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왔으

나, 실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22)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2004년에 약 15층의 주거복합시설로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종로3가~돈화문 구간은(연장 700m, 면적 16,800㎡, 폭원 양측 12m) 

미관지구에 속해 있으며, 퇴계로~돈화문로 앞 구간(면적 36,944㎡, 폭원 

12m)은 방화지구에 속해 있다. 

                

[그림 3-17] 익선동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현황

출처: 익선 지구단위계획, 2018

   

   2) 지구단위계획

  서울시는 2018년 5월 10일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에 익선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다. 이는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계획적 관리와 익선동 일대의 역사성 및 장소성 보전을 위해 

결정되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총 31,121.5㎡로 정비구역 해제 

2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80%이하이고 용적률은 300%이상 1300%이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 나목, 시행령 제30조 2항 나목)



전 한옥밀집지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익선동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상정된 바 있다. 대지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과소필지, 

맹지형 필지, 동일소유자의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권장하나, 나머지 필지

들은 한옥의 보전 및 프랜차이즈 입점을 금지하기 위하여 단독개발만이 

가능하다23). 건축물의 용도는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로 나뉘는데, 대상지 

내에는 6가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각각 용도가 다르다. 불허용도는 

대체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및 체인점 형태의 

음식점 및 카페 등이다. 권장용도는 공예품점, 고미술 등 전통문화 관련 

용품점이나 전통찻집 등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는「서울시 조례 제54조」에 따라 건폐율이 

60% 이하여야 하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면 

10-20%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 제55조」에 따라 

600% 이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익선동에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팝업스토어 개념의 상점들은 있으나, 스타벅스·커피빈 

등 프랜차이즈 상점들은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3-4]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체인형태로 운영 중인 점포들이 곳

곳에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18]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23) 서울시보 제3464호,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pp. 5~30.



 제2절. 연구의 분석틀

  1. 분석의 목적 및 분석틀 

  본 연구는 상업화에 따른 내부인과 외부인의 장소성 인식 변화를 알아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장소성을 고찰하는 방법과 장소성을 구성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고, Relph(1976)의 장소성 정의에 따라 대상지를 

‘물리적 요소’,‘행태적 요소’,‘의미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물리적 요소는 크게 가로, 건물, 필지로 분석하였다. 가로는 폭, 길이 

등을 살펴보았고, 건물은 형태, 층수, 용도, 업종을 살펴보았다. 현황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나, 과거의 모습은 네이버·다음 로드뷰 

사진이나 연구자가 2016년부터 축적해온 현장사진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행태적 요소는 내부인과 외부인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내부인은 장사목적으로 토지이용을 변경하는 행위, 건물의 외관을 바꾸

거나 업종을 변화하는 행위, 커뮤니티 활동 등을 보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으로 입점 계기, 입점 연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외부인은 익선

동에서 소비 활동이나 체험을 한다고 보았고, 일반적 특성으로 방문목

적, 동기,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미적 요소는 대상지에 대한 장소 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규정

하여, 외부인과 내부인의 익선동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장소성 측정 형용사에 관한 선행연구(권윤구·임승빈, 2014)에 언급된 분

석틀에 익선동의 특성을 추가하여 본 연구와 부합하는 형용사를 유형화

하였다. 시기별로 내부인과 외부인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형용사들을 추

출했고, 형용사를 유형화하여 익선동의 장소 이미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3-19] 연구의 분석틀

[표 3-5] 구체적인 분석틀 

유형 분석 대상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물리적 

요소

건물 형태, 층수, 용도, 업종 현장 조사 
가로 폭, 길이 현장 조사 
필지 크기 문헌 조사

행태적

요소 

상인

(내부인)

영업 동기, 거주/영업 기간, 

토지이용 변화, 업종 변화, 

외관 변화(리모델링) 

현장 조사, 

심층 인터뷰 

방문객

(외부인)

방문 목적, 방문 동기, 접근성, 

유동인구

텍스트 마이닝, 

문헌 조사 

의미적

요소  

상인

(내부인)

장소 이미지, 대표적인 특징, 

장소 애착, 이미지를 해치는 요소
심층 인터뷰 

방문객

(외부인) 

장소 이미지, 대표적인 특징, 

이미지를 해치는 요소 

텍스트 마이닝,

문헌 조사  

역사 익선동의 형성 과정 
문헌 조사, 

심층 인터뷰 

  선행연구에 따르면 [표 3-6]과 같이 장소 형용사를 이미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특정 장소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전통한옥이 무

척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로 설명이 

되고, 이를 이미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심미’가 된다.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블로그 글을 각 분기별로 100개씩 추출하여 익선동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추출하였다. 문장에서 익선동의 이미지와 관련된 형

용사를 추출한 후, 이미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그 후 연도별로 

이미지 유형의 빈도분석을 시행하여 익선동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

지 분석하였다. 

[표 3-6] 장소 형용사를 이용한 분석 예시

이미지

유형
이미지 설명 분석 내용

심미 아름다움 “전통한옥이 무척 아름답다”

매력 인상깊음

“건물의 외관이 눈길을 끄네요”,“인테리어가 정말 

인상적”,“조용한 골목 자체가 인상적”,“북촌이나 

서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개성 독특함
“들어와 있는 가게들이 독특해요”,“익선동에만 있

는 가게”,“외관과 인테리어가 독특함”

흥미 재미있음
“재미난 가게가 많네요.”,“만화가게도 있고 오락실

도 있고 재미있어요”

유명 널리 알려짐
“핫플레이스 익선동”,“익선동하면 이 식당”,“요

즘 뜨는 곳이라고 해서 저도 한 번 가보았어요”

다양
여러 가지가 

있음
“카페도 음식점도 다 있어서 한 방에 해결 가능”, 

조화 잘 어우러짐

“전통기와의 한옥과 외국음식점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전통과 현대가 공존”,“경성의 분위기와 

현재의 공존”

복잡 사람이 많음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요”,“사람

들이 너무 많아서 웨이팅이 길어요”

  선행연구의 장소 형용사 예시와 익선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전통’,‘심미’,‘매력’,‘개성’,‘흥미’,‘유명’,‘다양’,‘조

화’,‘부정적’9가지 요소로 익선동의 이미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기타’로 분류하였다. 



제4장. 익선동의 장소성 변화 

 제1절. 물리적 특성의 변화 

  1. 건축물 용도 변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물리적 특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2013년

부터 2019년까지 건축물의 용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용도는 주거 및 비

주거(상업)로 나누었다. [그림 4-1]과 [그림 4-2]에 따르면 2013-2015년에

는 큰 도로변의 건물을 제외하고 익선동 내부에 있는 건물 대부분의 용

도는 주거용이다. 그러나 [그림 4-3]에 따르면 2016년부터 상업화의 영향

으로 ①, ②번 가로(왼쪽 가로)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

였다. 2017년에는 ③, ④번(중간) 가로의 주거용 한옥들이 상업용으로 바

뀌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①~⑤번 가로와 ⑥~⑫번 가로의 건축

물까지 주거에서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또한 [표 4-1]에 따르면 

총 189개의 건축물 중 2013-2015년의 주거용도는 130개(68.8%)이고 비주

거용도는 59개(13.9%)였으나, 2019년의 주거용도는 28개(14.8%)로 감소하

고 비주거용도는 161개(85.5%)로 증가하여 상업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4-1] 2013–2014년 건축물 용도 현황    [그림 4-2] 2015년 건축물 용도 현황



   

   [그림 4-3] 2016년 건축물 용도 현황         [그림 4-4] 2017년 건축물 용도 현황

  

   [그림 4-5] 2018년 건축물 용도 현황         [그림 4-6] 2019년 건축물 용도 현황 

[표 4-1] 익선동의 연도별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 개수 및 비중

연도 주거(개) 비율(%) 비주거(개) 비율(%) 총 합계 

2013-2015 130 68.8 59 31.2

189개

(100.0%)

2016 95 50.3 94 49.7

2017 77 40.7 112 59.3

2018 34 18.0 155 82.0

2019 28 14.8 161 85.2



  2. 건축물 업종 변화

 [그림 4-7]은 익선동의 인허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2년 1분기부터 

2019년 8월까지 분기별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업종24)의 개폐업 현

황과 총 점포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익선동은 2012년 1분기에서 2014년 4

분기까지만 해도 폐업하는 점포가 거의 없고, 개업하는 점포가 2~3개 정

도로 총 점포 수는 약 140개 정도였다. 그러나 2015년 1분기부터 폐업하

는 점포들이 분기별로 2-3개씩 발생하기 시작했고, 개업하는 점포 수는 

4~13개까지 분기별로 증가했다. 한편 2015년 2분기부터 개업 점포 수 및 

총 점포 수는 매년 분기별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익선동이 급격하게 상

업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개업 수는 2018년 1분기까지 증가하다

가, 2018년 2분기부터 감소하고 총 점포 수의 증가 폭은 완만해졌다. 

[그림 4-7] 2012년 1분기-2019년 3분기 익선동 상점의 개폐업수 및 총 점포 수

출처: 지방 인허가 데이터(local data)

24) 본 연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주로 증가하는 카페, 음식점(한식, 일
식, 중식, 외국인음식점), 베이커리 등이 포함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으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익선동에서는 2014년부터 주거용 한옥이 카페나 식당으로 변경되는 모

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익선동의 동경계 부분에는 이미 주민들을 

위한 슈퍼, 세탁소 등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점집, 여관, 당구장 같은 숙박

시설·여가시설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익선동 내부 한옥밀집지

역의 주거용 한옥이 상업용으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기존의 비주거용 건

축물의 업종도 트렌드에 걸맞은 업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의 경우 슈퍼와 점집이 떡집, 스튜디오로 각각 바뀌었다. 식당과 당구장

은 도시연구소로 변경되었고, 여관은 게스트하우스로 업종을 바꾸었다. 

2016년부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들이나 동네 가게 업종

들이 젊은층을 겨냥한 주점, 외국음식점, 옷가게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6년까지는 익선동 내부 가게들의 업종은 세탁소를 제외하고 

변경된 바 없다. 익선동 내부에는 본래 주택 외에 한복을 직접 제작하는 

한복가게, 예술인들의 공방, 저렴한 가격의 한식집, 소규모의 소품샵, 모

텔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익선동이 유명해지고, 일명‘핫한 

동네’로 변모하면서 익선동 내부에 있던 상점들의 업종이 변하기 시작

했다. 익선동 지역의 유명세와 함께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기존에 생활하

던 세입자들은 퇴거하고 새로운 음식점과 주점, 악세사리 잡화점, 카페 

등이 입점하게 되었다. 

[그림 4-8] 2015-2017년 비주거용 건물의 업종 변화 모습



  2018년과 2019년에는 익선동 한옥밀집지역과 그 외 지역 건물의 업종 

변화가 나타났다. 2018년에는 사무실과 한복가게였던 곳이 카페와 음식

점으로 바뀌었고, 큰 규모(약 132-198㎡)의 게스트하우스가 카페로 바뀌

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한식당은 감소하면서 악세사리점으로 바뀌었

다. 이는 익선동의 상업화에 따라 젊은층을 겨냥한 카페나 음식점으로 

업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 4-9]와 [표 4-2]에 따르면 2019년에는 2014-2016년에 주거

용에서 카페나 잡화점으로 바뀐 가게들이 체인점 형식의 카페나 베이커

리로 변화했고, 체인점의 개수도 28개까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2년전까지만 해도 주점이나 음식점이었던 점포가 퇴거하고 옷가

게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공실이 2-3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초기 상인들

(젠트리파이어)이 임대료와 가게 운영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익선동 

지역을 떠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에 생긴 잡화점의 퇴거로 공실

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창출을 하면서 권리

금을 올린 후에 이익을 얻어 익선동을 떠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익선

동은 본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가게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타 

지역과 비슷한 체인 성격의 가게들이 입점하고 있고 상인들의 퇴거로 공

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선동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6-7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9] 2018-2019년 비주거용 건물의 업종 변화 모습



[표 4-2] 비주거용 건축물의 2015-2019년 업종 변화 및 체인점 수

연도 원래 업종 변화 업종 체인점

2015 근린생활시설 스튜디오, 연구소 x

2016 공방, 화실, 한식당 주점, 카페, 외국음식점 2개

2017
한식당, 공방, 

한복가게

카페, 외국음식점, 주점, 

오락실
6개

2018

한식당, 사무실, 

한복가게, 

게스트하우스

카페, 음식점, 악세사리 가게 10개

2019
카페, 잡화 주점, 

음식점

체인점 카페, 베이커리, 공실, 

옷가게
28개

       

  3. 건축물 외관 변화

  익선동의 건축물은 본래 오래되고 낡은 주거용 한옥이었으나, 상업으

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외관도 변하게 되었다. 2014년에 처음으로 1, 2개 

카페와 식당이 익선동에 입점했는데, 본래 외벽과 타일 등은 최대한 유

지하고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외관의 큰 변화는 없었다. 

2015-2016년에는 상업용 한옥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방감을 주기 위

하여 외벽과 대문이 유리창과 유리문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마당을 실내

화하기 위하여 기와 상단에 유리 천장을 덮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2017년부터 익선동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각 가게들은 이

국적이고 깔끔한 분위기가 나는 개성 있는 외관으로 리모델링되기 시작

했다. 이로 인해 기존 한옥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지고, 한옥의 기와 지

붕과 서까래만 남겨둔 가게들이 많아졌다. 2018년에는 드라마‘미스터 

선샤인’의 영향과 익선동의 유명세로 개화기 컨셉이 성행하면서 외관이 

일본식으로 개조된 한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익선동의 한옥들은 

2018년 5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영향으로 외관 변경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옥들이 규제 이전에 상업화되면서 외관을 

변경하여, 옛 흔적을 간직한 한옥들의 모습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그림 4-10] 2013년 이전 익선동 한옥의 외관 모습

    

   [그림 4-11] 2014 - 2016년 익선동 한옥의 외관 모습  

      

               

[그림 4-12] 2017 - 2019년 익선동 한옥의 외관 모습     



  4. 소결

  익선동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건축물의 용도 변화, 업종 변화, 외관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표 4-3]과 같다. 2013년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이 60.5%이고 비주거용이 39.5%였으나, 익선동이 점점 상업화되면

서 2019년에는 주거용이 17.4%이고 비주거용이 82.6%로 달라졌다. 업종

은 본래 주택이었던 곳이 카페, 갤러리, 음식점으로 바뀌었다가 젊은층

을 겨냥한 이색적인 카페, 주점, 외국음식점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유

동인구를 겨냥한 악세사리점 및 옷가게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외관은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독특하고 이국적으로 바뀌었고, 

상업화되면서 익선동에는 체인점의 개수가 28개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비교해보면, 익선동은 체인점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6단계를 거쳤고, 초기에 생긴 카페와 음식점이 다른 

업종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7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3] 2013–2019년 물리적 특성 요소별 변화 

2013-2015년 2016년 2017년 2018-2019년

용도 

변화

주거: 60.5%

비주거: 39.5%

주거: 47.9%

비주거: 52.1%

주거: 38.9%

비주거: 61.1%

주거: 17.4%

비주거 82.6%

업종 

변화

주택 → 카페, 

갤러리, 음식점 

갤러리, 한식당, 

근생 → 카페, 

주점, 외국음식점

한식당, 한복가게, 

공방 → 카페, 

주점, 외국음식점, 

오락실, 비디오 

가게

카페, 음식점→

체인점, 

악세사리점, 

옷가게

외관 

변화

 외관 보전

(내부 인테리어)

유리 천장으로 

마당 실내화, 

유리창 설치

(내부 인테리어)

내부, 외부 개조

(독특, 예쁜 모습)

이국적인 외관

(일본 건물 같음)

체인점

개수
0개 2개 6개 28개



 제2절. 행태적 특성의 변화 

  Relph(1976)는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행위자인‘사람’

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으며, 장소의 내부와 외부에 있느냐에 따

라 장소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

는 익선동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내부인(주민 및 상인)과 외부인(방문

객)으로 나누어 각각의 활동과 경험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내부인의 행태 변화는 익선동 주민 및 상인과 1:1 심층인터뷰를 실시

하여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기존의 문헌 자료와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시기별로 상인들의 특성이 달

라지는 바를 포착하여 [그림 4-13]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0명

을 인터뷰하였다. 그룹A는 2013년 이전부터 익선동에 거주한 주민이나 

점포를 영업하고 있던 상인으로, 익선동의 과거 모습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룹B는 2013년 5월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이후 익선동에 

들어온 초기 젠트리파이어이자, 젊은 예술가 및 청년 사업가가 해당 된

다. 그룹C는 익선동이‘다큐3일’이나 SNS로 입소문 난 후에 입점한 상

인들이다. 그룹D는 익선동이 떠오르는‘핫 플레이스’로 유명해진 시기

에 입점한 상인들이다. 이 시기에는 익선동 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상업

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상업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대

규모 자본을 가진 체인점이나 상인이 해당된다. 내부인의 그룹별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거주/영업 동기, 거주/영업 기간, 상인끼리의 커뮤니티, 

장소 애착, 용도/업종/외관 변화’를 심층 인터뷰로 분석했다. 

  외부인(이하 방문객)의 행태 변화는 정보 소실이나 왜곡이 없는 블로

그 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분

기별로 웹 크롤링을 이용하여 1,000개의 게시글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100개 글을 선택하였다. 그 후 방문객들의‘방문 목적, 방문 계기, 익선

동에서의 체험 및 활동’등을 시계열로 파악하였다. 



[그림 4-13] 내부인의 그룹별 분류

 [표 4-4] 심층 인터뷰 대상자 특성         

그룹 연번 성별 연령 업종 개업연도/ 운영기간
거주

여부

A P1 남 60대 부동산 중개업 1993년 / 26년 O

A P2 여 60대 전통찻집 2009년 / 10년 X

A P3 여 30대 공방
2012년 / 5년

(현재 퇴거 상태)
X

B P4 여 30대 카페 
2014년 / 

1년 6개월(주인변경)
O

B P5 여 30대 카페, 음식점 2014년 / 4년 X

B P6 남 40대 음식점, 주점
2015년 / 2년(폐업)

2017년 / 2년(개업)
X

C P7 남 50대 음식점 2016년 / 3년 X

C P8 남 40대 잡화, 스튜디오 2016년 / 3년 X

D P9 남 30대 음식점 2018 / 1년 X

D P10 남 30대 음식점 2018 / 1년 반 X

  1. 내부인의 행태적 특성 변화

   1) 거주/입점 계기 및 거주/영업 기간

    (1) 그룹A (~2013년)

  그룹A에 속한 P1, P2, P3은 2013년 이전 익선동에 개업한 상인들로, 

입점하게 된 계기는 각각 달랐다. P125)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익선동의 

재개발사업 소식을 접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운영 중이다. P1

25) 2019. 9. 19 인터뷰



은 익선동의 한옥들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으

나, 익선동이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슬럼화되었기에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영업을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주택을 구매하

여 거주한 지는 약 4년 되었다. P226)는 2009년부터 10년간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익선동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한옥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고르다가, 빈집으로 남아있던 익선동

의 한옥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 전통찻집은 익선동 한옥밀집지역에 

최초로 생긴 상점이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가게이다. P327)은 2012

년에 공방을 창업하여 2013년부터 익선동에 자리 잡았다가, 타 상인과의 

갈등으로 2017년에 퇴거하였다. 그룹A의 상인들이 각각 익선동에 입점하

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익선동이 도

심에 위치하지만 낡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에 입점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2) 그룹B (2014 ~ 2015년)

  그룹B에 속한 P4, P5, P6은 2014-2015년에 익선동에 개업한 상인들이

다. P428)는 약 10년간 익선동에 거주하다가 2014년에 개업한 카페를 1년 

반 전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창시절 내내 익선동에 거주하다가 

집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익선동을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자 터줏대감인 카페가 부동산 시장에 나온 사실을 확인한 후 인

수하였다. P5은 강남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다가 한옥에서 게스트하우

스를 운영하고 싶어 한옥을 찾던 중 익선동을 발견했다. 2014년 익선동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익선동 한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트렌디

한 감성을 덧입히고자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 약 2년간 카페를 운영하

다가 새로 입점하는 가게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6) 2019. 11. 7 인터뷰
27) 2019. 10. 2 인터뷰
28) 2016년 인터뷰, 2019. 10. 21 인터뷰 



그러나 2018년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체를 이전하면서 익선동에서 퇴거하

였다. P629)은 2014년에 처음 익선동에 방문한 후 익선동 한옥에서 장사

하고 싶어 오랜 기간 노력하였으나, 당시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

태였다. 대부분이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불가하여 근처에서 

비한옥 건물에서 식당을 개업하였다. P6은 약 3년간 가게를 영업하다가 

폐업한 후 익선동 내부에서 다시 개업하게 되었다. 그룹B 상인들은 모두 

익선동의‘오래된 한옥’과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고 한옥을 개조하여 개

업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그룹C (2016 ~ 2017년)

  그룹C에 속한 P7, P8은 2016-2017년에 개업한 상인들이다. P730)은 

1998년에 할아버지의 서당 운영으로 익선동에 처음 방문했다. 2016년에 

익선동이 상업화되면서 서당을 개조했고, 식당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현

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P831)은 2015년 3분기부터 한옥을 개조하여 2016

년 1분기부터 소품샵 영업을 시작하였다. 매장 개업을 위해 여러 동네를 

알아보다가 익선동을 알게 되었고, 으리으리한 한옥이 즐비한 북촌이 아

니라 정감이 넘치는 익선동에 개업하게 되었다. P8은 약 2년간 소품샵을 

운영하다가 업종을 바꾸어 다른 가게를 운영 중이다. 2016년은 익선동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가게들이 하나 둘 입점하는 시기였는데, 상인

들은 익선동의 고유한 느낌과 정겨움이 좋아서 입점했다. 또한 이들은 

상권 형성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익선동

에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4) 그룹D (2018 ~ 2019년)

  그룹D에 속한 P9, P10은 2018-2019년에 개업한 상인들이다. P932)은 

29) 2018. 6. 29 인터뷰 자료 참고, 2019. 10. 30 인터뷰
30) 2019. 11. 30 인터뷰
31) 2019. 11. 19 인터뷰
32) 2019. 11. 21 인터뷰 



2017년에 익선동에 처음 방문하였고, 익선동 상권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다. P1033)은 2015년에 익선동을 우연히 방문한 적

이 있고, 그 후로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개업 준비를 하던 

중 직장 동료에 의해 제의를 받고 2018년 익선동에 개업하게 되었다. 당

시 권리금이 없는 빈집이 몇몇 남아있었고, 상권분석한 결과 익선동이 

망원동이나 송리단길에 비해 상권이 크게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룹D의 상인들은 익선동의 한옥과 본래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익선동 상권의 규모와 뛰어난 접근성에 매력을 느껴 익선동에 

들어오게 되었다. 

   2) 상인들의 건축물 용도(업종)변화 및 외관 변화 행태

    (1) 그룹A (~2013년)

  그룹A 상인들은 익선동 한옥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 보전하려고 노

력하였다. P1은 한때 익선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익선동은 철거재

개발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약 10년간 사업이 지체되자 재개

발은 더 이상 안된다고 판단한 찰나에 많은 역사학자와 전문가들이 익선

동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 세우고 있었다. 이에 P1은‘묵은 도시의 관광

지화’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2013년에 주민동의 52%로 추진위원

회를 해산하였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 지정 해제를 보류시켰고, 익선동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약 5년간 행정 공백 상태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P1은 익선동에 거주하면

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집을 수리했고, 이를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익

선동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익선동 한옥의 가치를 보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유입을 장려했다. 그러나 P1은 최근 건축물 외관 변화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P2도 전통찻집을 운영하기 위해 한옥의 매

력을 그대로 살리고자 직접 보수공사를 했으며, 서까래와 기둥은 최대한 

33) 2019. 11. 11 인터뷰



살리고 도색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였다. P3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것만 보수하고 작업실로 삼았다. 특히 한옥 내

부의 천장에는 서까래가 보이지 않아도 원칙대로 한옥을 사용하고자 하

였고, 서까래를 보이게 하는 방법은 화재에 취약한 것이라 생각하여 노

출하여 수리하지 않았다. 

  “그니까 예전에는 다락쪽 같은데 쪽문해가지고 4개 있잖아. 그거 보면은 너

무 정겨워보여요. 경첩자체가 전부 두들겨 맞는거기 때문에 대장간에서.. 문짝들

도 지금처럼 기계 작업이 아니고 대패로 다 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탄탄하면

서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만 알지.. 수리하고 인테리어 

하는 쪽에서는 싹 없애버려요.. 너무 아깝지...”(P1)

  “세공 작업실이 퇴거할 때, 요즘 사람들은 서까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니 

다 부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집에서 상점으로 개조한 한

옥들은 노출 천장의 오리엔탈 버전으로 서까래를 노출시켜 놓았더군요. 이는 도

리어 화재의 위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황학동이나 인사동의 한옥도 엄청난 속

도로 전소되었습니다. 익선동도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P3)

    (2) 그룹B (2014 ~ 2015년)

  그룹B 상인들은 원래 익선동의 모습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익선동에 

들어왔다. 특히 P5가 속한 사업체는 익선동의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었는

데, 이곳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 기존의 한옥을 밀어버리

고 무분별하게 개발될 것을 염려하였다. 따라서 팀을 구성하고 거리 만

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보존’을 원칙으로 정했고, 한옥 외

관은 낡은 채로 그대로 두고 내부 인테리어만 트렌디하게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다른 새로운 가게들의 컨설팅을 맡으면서 경양식, 

펍, 퓨전 레스토랑, 주점 등을 개업하였다. P4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

페 또한 옛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한옥 4개를 리모델링하

여 외관은 현대적이지만 내부는 원래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익선



동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룹B도 그룹A와 비슷하게 주거

에서 상업으로 변경했고 업종은 카페나 음식점으로 변경했다. 다만 본래 

한옥의 모습과 골목은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방

식을 택했다. 

  “저희는 돈이 없기도 했고 공간기획자로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직접 

공사를 했어요. 한옥을 최대한 보존하자는 취지로 외부 골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내부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특히 서까래 부분도 천장을 뜯어내어 상태가 

괜찮은 걸로 확인하고 그 주위에 흙만 새로 바꾸어서 마감했습니다.”(P5)

 

    (3) 그룹C (2016 ~ 2017년)

  그룹C의 상인들은 다큐3일 방영 후 개업했는데, 이 당시부터 주거용 

한옥을 개조한 상점들은 내부와 더불어 외관까지도 바꾸는 곳들이 많아

졌다. 기존 한옥의 모습은 내부에서 서까래를 확인해야 볼 수 있게 되었

고, 외국음식점이나 이색적이고 예쁜 카페들로 바뀌었다. 한편, P7은 이

례적으로 조부께서 운영하던 서당을 일부 그대로 두고 주택의 일부를 직

접 개조하여 음식점으로 만들었다. 본래 한옥 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겨주

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들은 공간 확보를 위해 유

리로 천장을 다 덮었지만, P7은 법적 규제를 지키기 위해 마당을 거실화

하는 유리 천장을 씌우지 않은 특이점이 있었다. P8은 소품샵과 스튜디

오를 동시에 운영했는데, 한옥을 개조할 때 최대한 본연의 모습을 간직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기존 버팀목과 서까래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보강할 부분을 편리한 방법으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더 큰 매장을 위하

여 ‘ㄷ’자형 한옥에 유리 지붕을 씌우는 방법을 택했다. 

  “이건 내가 후대에 자식들한테 물려 주려고 식당으로 개조했어요. 직접 개조

한거라 1년 정도 걸렸어요. 여기 보면 직접 덧대고 한 거라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한옥인지라 위에서 

자꾸 흙이 떨어지기도 해요.”(P7)



    (4) 그룹D (2018 ~ 2019년)

  그룹D의 상인들은‘한옥’이 좋아서 익선동에 입점한 것이 아니라 익

선동의 상권이 활발해서 들어왔고, 한옥에 입점해야 한 경우이다. 2018

년 5월 익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외관과 업종 등의 규제가 강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뷰한 P9, P10은 이전에 공사를 끝마치고 영

업을 시작한 상태여서 규제를 신경쓰지 않고 영업에 필요한 보강공사를 

끝냈다. 한옥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사

하는데 위험요소가 크고, 서까래 및 기둥을 보전하는 방침 때문에 불편

한 점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방문객들이‘레트로’감성으로 익선동을 

오기 때문에 서까래를 살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스러운 건축물이 익선동 본래 모습을 흐린다고 했다. 다만 자본주의 사

회에서 경쟁력 있고 독특한 외관으로 소비자의 눈에 띄기 때문에 매출이 

가장 높은 가게라고 하였다. 2018-2019년에 입점한 상점들의 업종은 음

식점이나 카페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옷가게나 

악세사리점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아주 적은 돈으로 별다른 인

테리어 없이 한옥 내부를 개조하여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업종으로 익선

동의 정체성 상실과 공실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고 P1, P2, P4는 언급

하였다. 

2. 외부인의 행태적 특성 변화 

   1) 방문 목적 및 계기 

 

    (1) 2013년 

  2013년 익선동에 방문한 사람들은 운현궁을 가거나 창덕궁에서 종묘를 

가는 길에 익선동을 우연히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시 익선동은 

도심 내에 있고 인사동 근처에 있지만 잘 알려진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

에 사람들은 타 지역을 가다 우연히 방문하였다. 당시 유일하게 운영 중



이던‘뜰안’이라는 전통찻집 방문 후기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의 

글은 모두 익선동을 산책하기 위해 방문하는 글이었다. 

 

    (2) 2014 ~ 2015년

  2014년에 익선동을 방문한 사람들의 목적은‘익선동’,‘전통찻집 방

문’,‘익선동 121 방문’,‘떡박물관 방문’,‘카페 식물 방문’으로 나

뉜다. 총 34개의 글 중 21개는 익선동 121과 카페 식물, 전통찻집에 가

기 위해 익선동을 방문한 글이다. 방문객들은 인사동이나 낙원상가를 지

나가다 우연히 익선동에 들린 경우이거나 음식점과 카페가 새로 생긴 소

식을 듣고 방문했다가 익선동을 알게 된 경우였다. 

  2015년에 익선동의 분위기를 느끼고 산책하기 위해 익선동에 방문한 

글은 총 292개 중 108개이다. 방문객들은 과거에 익선동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창덕궁과 인사동을 지나가던 중에 우연히 방문한 경우가 많았

다. 2014년에는 카페‘식물’과 식당‘익선동 121’이 개업하면서 사람

들은 블로그로 소식을 접했고, 2015년에는 카페와 식당을 가기 위해 익

선동에 방문한 경우가 증가했다. 2015년 2분기부터‘익동다방’,‘거북

이슈퍼’,‘4.5평 우동집’과 같은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고, 3-4분기에는

‘명가헌’,‘열두달’등의 가게가 새로 개업했다. 방문객들은 블로그 

후기를 보거나 지인 소개로 익선동에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3) 2016 ~ 2017년

  방문객들은‘다큐 3일’을 보고 익선동이 궁금해서 찾아오거나 지인의 

소개 및 SNS를 보고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전까지만 해도 익선동은 잘 알려져 있는 동네가 아니었으나, 언론

에 노출된 이후로‘익선동’자체에 관심이 높아졌다. 익선동은 도심 속

에 있으나 100년 간 한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경양

식,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맥집, 향수공방 겸 카페, 소품샵 등 다양한 업

종의 가게들이 입점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 생긴 예쁘고 독특한 



가게에 가보고자 익선동에 방문했다. 특히‘빈티지 보니’,‘식물’,‘경

양식1920’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2015년에 비해 익선동 후

기 글은 증가하였으나, 특정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익선동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017년에도‘익선동’자체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다른 연도와 비슷하

게 가장 많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익선동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더

욱더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넘치게 되었다. 익선동은‘핫 플레이스’

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유명한 동네가 된 익선동에 더욱더 많

이 방문하게 되었다. 한편 블로그나 SNS에 익선동의 음식점과 카페에 대

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사람들은 특정 맛집에 가보기 위해 익선동에 가는 

경우도 2016년에 비해 많아졌다. 2017년에는 특히 이국적이고 독특하며 

예쁜 식당과 카페들이 개업하여 여러 식당으로 방문객들이 분산된 것 또

한 파악할 수 있다. 

    (4) 2018 ~ 2019년 

  2018년 익선동은‘서울의 핫 플레이스’이자‘서울의 명소’로 거듭나 

많은 사람이 방문하였다. 익선동이‘요즘 뜨는 동네’이기 때문에 궁금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SNS 후기를 보고‘데이트 코스’로 

좋아 익선동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2018년에는‘미스터 선샤

인’이라는 드라마의 유행과 익선동의 역사가 알려지면서, 익선동은 개

화기 및 경성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옥이 아닌 일본풍으로 외

관을 개조한‘동백양과점’과‘경성과자점’에 가고자 익선동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익선동

이 유명한 곳임을 알게 되었고, 관광지 100선에 포함된‘핫 플레이스’

로 알려졌기 때문에 익선동에 방문했다. 익선동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

우도 있었으나 2-3번 이상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주말에 방문했다가 사

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을 하지 못해 평일 중에 다시 방문한 경우

도 많았다. 2019년은 모든 연도를 통틀어서‘익선동’을 구경하기 위해 



익선동에 방문한 후기 글이 가장 적은 시기이다. 이는 익선동 전체를 구

경하기보다 특정한 맛집이나 카페 등 개별상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

아진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2) 익선동에서의 활동 

    (1) 2013년

  방문객들은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을 조용히 산책하면서 전혀 개발되지 

않은‘옛날이 남아있는 곳’을 느꼈고, 1970-80년대 어린시절의 동네를 

구경하며 걸어다녔다. 익선동의 한옥이 1920-1930년대에 정세권 선생님

에 의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방문객도 

있었다. 

    (2) 2014 ~ 2015년

  2014년 방문객들은 우연히 익선동에 방문하여 한 바퀴 산책하면서, 사

라져가는 서울의 옛 정취를 느꼈다. 또한 2009년에 개업한 전통찻집을 

방문하거나, 2014년에 개업한 카페‘식물’과 식당‘익선동 121’에 방

문한 후 익선동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에 익선동을 

방문한 사람들은 좁고 허름한 골목을 걸으면서 정겹고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고즈넉함을 즐겼다. 또한 익선동을 지속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체감했는데, 이들은 익선동에서 

기존에 있거나 새로 생긴 상점들을 방문해 식사하거나 티타임을 가졌다. 

    (3) 2016 ~ 2017년

  TV에서 다큐3일이 방영된 후에 익선동은 새로운‘핫 플레이스’가 되

었다. 사람들은 익선동에 방문하여 좁은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서민적이

고 옛스러운 분위기를 향유했다. 도심 속에 숨겨진 조용한 거리를 걸으

며 방문객들은 정겹고 현대와 과거의 공존을 느꼈다. 사람들이 폭발적으



로 많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골목길을 거니는 사람들이 많

았다. 또한 새로 입점한 다양하고 독특한 식당과 카페에 방문하여 휴식

을 즐기고,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소품샵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2017년에는 익선동이 더욱더 유명한 핫 플레이스로 거듭난 시점이다. 

TV나 SNS을 통해 익선동을 알게 되고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익선동의 골목길을 걸으며 익선동만의 매력을 느꼈다. 다양하고 

예쁜 가게들이 한 자리에 있어 방문객들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다양하게 

즐겼다. 또한 유명한 카페와 식당은 웨이팅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

기 후에 인기 장소를 체험하거나 웨이팅이 덜한 곳에 방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4) 2018 ~ 2019년

  2018-2019년 익선동의 방문객들은 익선동을 먼저 구경하다가 식당과 

카페를 고르거나, 미리 정한 곳에 대기신청을 한 후에 익선동을 구경하

는 경우로 나뉜다. 언론의 노출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에 대

기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적하게 걸으면서 동네의 분위

기를 느낄 수 있었으나, 골목이 좁고 사람이 많아 가게를 여유롭게 구경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주중보다 주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방

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중 방문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몇몇 

가게들이 폐점하고 옷가게나 악세사리점으로 업종 변경되어, 방문객들이 

구경 중에 소비하는 행태를 보인다. 

  3. 소결 

  [표 4-5]와 [표 4-6]에 따르면 내부인과 외부인의 행태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익선동이 상업화되면서 내부인들은 건축물의 용도(업종)

나 외관을 변경하는 행태를 보이고, 이에 따라 외부인들의 익선동 방문 

목적 및 동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5] 내부인의 행태 변화

그룹A

(~2013년)

그룹B

(2014-2015년)

그룹C

(2016-2017년)

그룹D

(2018-2019년)
거주/

영업 

동기

낡고 

상대적으로 

저렴함

오래된 한옥의 

매력

상업화 + 정겨운 

분위기

활발한 상권 + 

접근성

용도

(업종)

변화

주거 + 상업

(근린생활시설)

주거 → 상업

(카페, 음식점)

주거 → 상업

(외국음식점, 

소품샵,스튜디오)

상업(카페,음식점)→ 

상업(체인점,옷가게,  

악세사리점)

외관 

변화

기존 한옥의 

모습 보전

익선동 모습 보전

(내부 인테리어)

유리 천장으로 

마당 거실화,

내부·외부 개조

내부·외부 개조,

일본스러운 분위기

 [표 4-6] 외부인의 행태 변화 

2013년 2014-2015년 2016-2017년 2018-2019년

방문

목적

운현궁 방문

창덕궁→종묘

익선동 산책

전통찻집(뜰안)

익선동 산책

카페(식물,익동다방)

음식점(익선동121)

주점(거북이 슈퍼)

익선동 구경

다양한 카페,맛집

예쁜 소품집

(빈티지보니)

서울 명소,핫플구경 

카페, 맛집,

개화기, 경성 체험

방문

동기

우연히 방문

조용히 산책

여유로움 만끽

우연히 방문

익선동의 분위기

블로그 맛집 후기

‘다큐 3일’

지인 소개

블로그, SNS후기

유명, 핫플이여서

핫플레이스

블로그, SNS후기

TV 방송 시청 후



 제3절. 의미적 특성의 변화

  장소성은 추상적이므로 그 자체를 측정할 수 없어 장소 이미지 형용사

를 연구 대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장소 이미지 형용사

와 각 형용사의 이미지 유형 분류기준을 사용했다(이남휘, 2011; 권윤

구·임승빈·정윤희, 2011; 임하나·강도원·최창규, 2013; 김희진, 2016).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이미지 유형과 익선동의 특성을 고려하여‘전

통’,‘흥미’,‘개성’,‘매력’,‘심미’,‘조화’,‘유명’,‘다양’8개

의 이미지 유형으로 블로그를 분석하였다. 8가지 유형 외 다른 이미지는 

익선동이 상업화를 겪으면서 새로 생긴 이미지로‘변화 체감’,‘기

타’,‘부정적’인 이미지 유형을 추가로 나누었다. 한편 내부인의 장소 

이미지는 익선동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분위기, 느낌 등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 내부인의 의미적 특성 변화 

   1) 과거 익선동의 모습 (2013년 이전) 

  P1에 따르면 익선동은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교

육·궁문화가 밀집한 어마어마한 곳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관리가 힘들고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운 한옥들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면

서 익선동은 2004년에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약 10여 년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점점 슬럼화되었고 곳곳에‘빈집이 많

아 어둡고 으쓱한 동네’로 남아있었다. P2 또한 2013년 이전 익선동의 

모습을 ‘지저분하고 슬럼화된 동네’라고 표현하였다. 3분만 걸어나가

면 종로3가역이 있어 복잡한 곳인데, 익선동은 어둑해서 범죄의 타겟이 

될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P3은 익선동은 차상위계층 노인들

의 쪽방촌이자 귀금속 거리의 세공공장이며 한복 바느질 공방이 밀집한 



곳이라 하였다. 또한‘그늘진 동네이지만 아늑하고 조용한 애착있는 동

네’로 표현하였다. 

  “익선동은 옛날에 누동궁이었어요. 궁문화가 관리가 안되니까 1920-30년대에 

이 땅을 팔아서 정세권 선생님이 사들였고, 조선인들을 위해서 큰 대지를 쪼개

서 한옥을 계획적으로 지으신 곳이에요 …(중략)…사람들은 보통 익선동을 서민 

주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고, 경

복고 등 명문고가 다 여기 있어서 8학군이였고 어마어마한 동네였지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 강남 개발로 다른 곳에 비해 열악하고 그러니까 서민주택이라

고 인식하게 된거죠.…(중략)…90년대 들어서 한옥은 관리도 힘들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고칠 수가 없어 동네가 점차 슬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7

년도에 재개발 구역 신청이 되었다가, 2004년 4월 5일에 재개발 구역지정이 떨

어졌어요. 그때부터 사람들도 재개발할거니까 신축은 안되고 부서지면 신축을 

못하니까 버티고만 있었던 거죠.. 시간만 지나면서 땜방식으로 버틴거지…(중

략)…”(P1)34)

  “그 당시 익선동은 아주 지저분하고 슬럼화된 골목길이었어요. 난 원래 문을 

하나만 열고 장사했어요. 다큐 3일 방영 후에야 지금은 문을 양쪽 다 열고 장사

하지만... 여기는 돈 안내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노숙자분들도 가게에 많이 오기

도 했어요. 이 길은 노숙자 분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에요. 지하철역 근처는 사

람들이 많고 복잡한데 이 집은 범죄의 타겟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서웠

죠...”(P2)35)

  “갑자기 주목받기 전의 익선동 한옥들은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쪽방으로도 

쓰였고, 귀금속 거리에 납품하는 세공공장이기도, 예단이나 무대복을 납품하는 

한복 바느질 공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늘진 곳에 유쾌한 이유로 자리 잡은 이들

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늑하고 조용하던 터전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

니다.”(P3)36)

34) 2019년 9월 19일 인터뷰
35) 2019년 11월 7일 인터뷰



  P4는 10년간 익선동에 거주하면서 익선동을‘살기에 정말 시궁창 같

은 동네’라고 인식했다. 여학생의 입장에서 주택가 주변에 포장거리와 

취객들이 많아 무섭기도 했고, 통학길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

지 않아 어둡고 두려움을 느꼈다. P5는 익선동이 10여 년간 사람들로부

터 방치되었기에‘투박하고 날것 그대로 옛날 느낌이 나는 동네’로 느

꼈고, 이를 익선동의 매력적인 요소로 생각하였다. 

  “익선동은... 진짜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살기에 정말 시궁창 같은 느낌이

였어요. 10년 내내 살면서‘대체 여기는 언제 살기 좋아져..?’생각만 한 것 같

아요. 많이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집주인이나 

세입자들 내쫓았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건 

살아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이고.. 여기는 거주지로 정말 쓰레기 같은 곳이었어

요.. 학교 끝나고 오면 당장 6-7시부터 포차거리 시작해서 술취한 사람들, 노상

방뇨니 음식물 쓰레기이던지... 여자 학생인 눈으로는 진짜 별로였죠.”(P4)37)

  “여기는 종로에서도 가장 낡은 동네였어요. 지붕은 비가 새는데 방수천으로 

대충 덮어 묶었고, 담장은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죠. 날 것 그대로 옛

날 느낌이 났어요. 한옥마을로 유명한 서촌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촌은 사

람이 살면서 다듬어 온 동네잖아요. 하지만 익선동은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

요. 서촌이 세련된 분위기라면, 익선동은 투박했죠.”(P5)38)

   2) 2014 ~ 2015년 익선동의 모습 

  P1과 P2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후 익선동에 생긴 작은 변화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낡고 인적이 드물어 무서웠던’익선동이 재

개발되지 않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젊은 청년과 예술가들의 입

점으로‘새롭고 독특한’분위기를 자아내는 동네로 바뀔 가능성이 보였

36) 2019년 10월 2일 인터뷰
37) 2019년 9월 30일 인터뷰
38) 2019년 10월 21일 인터뷰



기 때문이다. 초기에 익선동에 유입된 젠트리파이어들의 활약으로 익선

동이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전문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였다. 또한 P2에 따르면 동네가 늘 어두웠는데, 새로 입점한 

카페의 조명 덕분에 동네가 환해져 안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익선동은 그 당시에 다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유학했던 젊은 친구

들이 찾아와서 빈집이 있냐고 물었죠. 익선동만의 느낌이 너무 좋다고.. 그러다

가 카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자

신들의 감성 표출을 하고.‘이 동네가 빈티지 분위기의 오리지날이라 무조건 좋

아요!’하고 들어오면서 변화들이 생겨났죠.”(P1)

  “식물이 들어오면서 루이스는 밑에다가 라이트를 쐈어요. 동네가 늘 어두웠

는데 마음이 훈훈해졌지.”(P2) 

  P4는 2014년 익선동 초입에 새로 생긴 카페 덕분에 어둡고 무서웠던 

동네가‘밝고 깨끗한 동네’로 변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가정집을 리

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지방에서 오는 가족 단위의 손님

들이 점점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느꼈다. 익선동은 관광지에 둘러싸여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편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P5는 당시 

익선동을 서울에 거의 없는‘할머니댁에 온 것 같은, 근현대 역사가 담

긴 건축양식이 담긴’동네라고 여겼다. P6은 익선동이 밤낮의 구성 인원

이 완전히 바뀌는 독특한 곳이라고 언급하였다. 낮에는 노인들이, 밤에

는 게이들이 많고, 조금만 더 가면 고기집 골목이 있는 복합적인 문화가 

뒤섞인 곳이기 때문이다. 

  “익선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2013년에 재개발 추진

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리모델링 했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관광

지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보니, 가족 단위로 지방에서 많이들 올라오셨고 많

이들 묵으셨어요.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 어딜 가도 편했으니까요..!”(P4) 



  “할머니 댁에 온 것 같은 느낌의 거리가 서울에 몇이나 남아있었겠어요.. 근

현대 건축양식이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이대로 두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P5)

  그룹A, B, C 상인들은 모두 2016년부터 익선동에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16년 2월에 방영된‘다큐3일’로 익선동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SNS의 발달도 젊은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익선동에는‘다양하고 독특한’가

게들이 조금씩 생겼다. 2016년 3분기까지만 해도 익선동은‘시간이 멈춰 

버린 듯한 동네’,‘고즈넉한 동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익선동은 시간이 잠시 멈춰버린 듯한 동네였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도 떠오

르게 하고, 옛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북촌과 계동에 있는 으리으

리한 한옥이 아니라 정감과 감성이 넘치는 동네였죠.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

면서 컨셉있는 매장이 들어섰고, 이 새로운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어요.”(P7)

  

  “익선동은 정말 낙후되고 쓰러져가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고즈넉

한 분위기가 강했고, 이를 향유하기 위해 가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2016년부터 다큐3일 이후에 익선동의 첫 번째 골목에 열두달, 경양식 1920 등 

3-4개씩 가게가 생겼죠. 저도 이때부터 익선동의 미래를 보고 집을 개조하기 시

작했어요. 재개발은 되지 않겠지만 발전 가능성이 아주 커보였으니까요.”(P8)

  그러나 2016년 4분기부터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업종 변경하는 한옥

들이 많아지자 익선동 내부는 공사 소리로 가득 차 남아있던 주민들과 

몇몇 상인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P3은 특정 주식회사 성격의 상인

단체와 청년 창업자들의 끝없는 리모델링 공사로 고통스러워 갈등을 겪

기도 했다. 2016년은 익선동의 상권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상인들에게는 

‘독특하고 분위기 좋은 동네로 변화할 기회’였으나 주민이나 몇몇 상

인들에게는‘시끄럽고 먼지가 날리는’동네로 기억되었다. 



  “특정 업장과 그들이 북돋는 입지 선점 및 골조 노출로 하는 가성비 인테리

어를 원하는 청년 창업자 분들은 가정집을 코앞에 두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아

무 양해 없이 쇠를 자르는 공사를 하거나, 밤 11시에 외부 스피커로 나무문을 

닫고 자는 노인들을 향해 크게 음악을 틀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악인은 아니었

을 테지만, 너무 시끄러워 주민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

니다.”(P3)

  2017년에는 상업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옥들이 각종 식당과 카페로 

변하게 되었다. 방문객들은 증가하고, 이에 맞추어 가게들이 생기다 보

니 익선동의 변화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대부분의 상인

들은 낡고 허름했던 동네가 2-3년만에‘예쁘고 독특한 감성있는’동네로 

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는 익선동에 가게를 열었다가 2년만에 폐업하고, 3개의 가게를 다시 개업

했어요. 물론 다 임대이지만.. 원래부터 익선동 같은 한옥에서 식당을 개업하고 

싶었고, 하나하나 매장을 얻어서 가게를 개업하게 된 것이죠. 기존에 있는 식당

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매장으로 시도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 있을

지 생각해봤죠. 손님들은 예쁘고 독특한 지점을 좋아하셔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가게를 개업하고 있었죠.”(P6)

  한편 2017년 중반부터 익선동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입점하는 상인들의 성향이 달라지면서 익선동의 물가가 비싸지고 대부분

이 카페나 양식당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구경만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순수하고 전문성 있는 가게보다 돈벌이 

목적의 옷가게, 악세사리점이 증가하면서 익선동의 독특한 모습을 상실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인도 있었다. 이들은 익선동에만 있는 가게가 

아니라 유동인구를 겨냥하여 입점한 가게들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동네를 아껴서 계속 봐야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말그대로 순수하고 전문성 있는 재미있는 가게들이 아니라 

돈벌이 목적에 맞추어서 그런 애들만 들어오고 있는거죠. 조그마한 임대를 해서 

많은 매출을 내야하니까 take out 쪽으로 하려고 하고.. 옷가게나 악세사리도 그

렇고..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남대문에서 떼어 온 것들인데.. 순간 충동구매

는 많겠지만.. 전부터 장사하던 사람들은 매출이 떨어져요...”(P1)

   4) 2018 ~ 2019년 익선동의 모습 

  2018년에 입점한 상인들(그룹D)에 따르면 익선동은 2017년에도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 방송 촬영이 많아지면서 방문객은 폭

발적으로 증가했다. P9와 P10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광고 촬영과 유명 연예인의 익선동 방문으로 동네 전체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고 한다. 폭 2미터 정도의 좁은 골목에는 사람들이 모두 서있

어 이동이 불가했고, 모든 가게가 웨이팅이 길어 힘들었다고 했다. 

  “익선동 가게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정말 손님들이 어마어마하

게 많았어요. 방송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야 손님들이 많으니까 좋았죠. 다만 

아무리 맛집이여도 웨이팅이 너무 길면 다른 곳으로 가시기 마련이죠...”(P9)

  “작년(2018년) 12월에 가수 승리가 방송 촬영 때문에 왔었는데, 그 때부터 

올해(2019년) 4월까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이 좁은 거리는 사

람들로 가득찼고, 모든 가게가 웨이팅이 넘쳤죠. ”(P10) 

  2019년 현재 상인들은 익선동은 늘 사람들로 바글바글하고 넘치지만, 

실제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비싼 동네로 변하고 있다고 체감한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손님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 고용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

건비와 임대료를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익선동은 한국인에 비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이들은 20-30분 동안 구경하고 가는 행태를 보이

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은 방문자 수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뭐 가로수길이나 어느 곳이나 그렇듯이 처음에 핫플은 신나고 신기하고 가

보고 싶은 동네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웨이팅이 없는 곳

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익선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익선동은 동네 

자체가 작은데 유입고객이 많으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 고

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고용비가 증가하니 이를 감당

하려면 음식값이 비싸지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와서 한 번 먹고 비싸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지금 익선동이 그런 추세인 듯 싶어요. ”(P10)

  “2019년 1월부터 중국인들이나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이 유입되었어요. 큰 버

스를 종로세무서 앞 주차장에 세우면 사람들이 내려서 20-30분 정도 구경만 하

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먹거리나 구경거리를 구매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니.. 

사람은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엄청 장사가 잘된다고 할 수는 없죠.”(P9)

  또한 한옥의 외관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여러 점포를 영업하거나 익선

동의 지명이 아닌 타 지역명을 상호명으로 한 체인점들의 입점으로 익선

동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한 업체가 

여러개의 한옥들을 일본식 건물로 리모델링하면서‘레트로’및‘개화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본래 익선동 한옥마을의 모습을 퇴색시

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저는 당연히 한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물을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

어요. 일단 익선동은 물론 불편하고 지저분하게 보여도 있는 그대로를 나둬야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임팩트가 조금 더 있죠. ‘아, 이곳이 이렇게 지

켜져 왔구나..’하고요. 이게 익선동인 건데.. 만약 무조건 건물이 예쁘고 편하기

를 원하면 강남대로 가고 신사가면 되는 거잖아요. 익선동은 불편함에서 오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매력인데... 그리고 망원동 티라미수나 압구정 하루 같은 타 

지역명을 가진 체인점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익선동의 본질을 잊게 하는 것 

같아요.. ”(P4)

  “요즘은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하던 친구들이 익선동을 싹싹 다 

바꿔버려 익선동은 옛날 그 모습... 타일이 떨어지고 낡은 모습 자체를 어딜가서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안에 바꾸는 건 그렇다쳐도 밖에까지 바꿔버리니까... 지

금 밀토스트나 온 카페, 동백 양과점, 경성과자점 다 한 친구가 하는거에요. 일

본에서 잘 나가는데 그대로 복제하는게 너무 안타깝지... 익선동이 오래가려면 

자기만의 색깔과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쩔 수가 없나봐.”(P1)

  “2년전까지만 해도 익선동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데 이제는 경성시대 느낌이 나는 가게들이 생기니까 개화기 양복인가를 입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구요. 한옥들이 가득한데..”(P7)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입점한 가게들은‘예쁘고 눈에 띄는’모습으로 

이목을 끌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인식하고 있다.  

  “일본식풍 건물들은 주인이 1명이구요. 주변이 다 한옥이다 보니 눈에 띄려

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해야 장사가 잘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소

한의 것만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저들 나름대로 경쟁력있게 하다보니 그런

걸 거에요. 실제로 저 가게들이 여기에서 가장 장사가 잘돼요. 독특하고 신선하

니까요.”(P10)

  “물론 옷가게나 악세사리가게 같은 데는 그냥 데크 깔고 일정 수입만 생기

면 바로 뺄 수 있어서 익선동의 장소성을 흐리는데는 문제가 되지만은... 체인점

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곳들은 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민주주의에 사는데.. 나야 인테리어 안 바꾸고 옛날 

나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만.. 상인들 각자가 다 다르니까요.”(P2)



  2. 외부인의 의미적 특성 변화 

   1) 2013 ~ 2014년 장소 이미지 

  2013년에는 400개39) 중 23개가 익선동 전체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글이

다. 익선동은 재개발 사업구역이었지만 약 10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건축물의 개·보수가 불가하여 한옥들

은 모두 낡은 상태였고, 공실도 있었기에 익선동은 인적이 드물고 잊혀

진 동네였다. 방문객들은 익선동을‘낡은, 정겨운, 조용한, 옛 모습을 간

직하고 있는, 시간이 멈춘듯한, 오래된, 쓸쓸한’이라는 장소 형용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를 이미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해보면‘전

통’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72개 중 35개(48.6%)로 가장 많고,‘안타까운,

쓸쓸한, 슬픔’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19개(26.4%)이다. 분석 결과에 따

르면 2013년 익선동의 장소 이미지는 도심 속에서 한옥이 그대로 남아있

기에 정겹고 반가운 이미지이지만, 외관이 오래되고 슬럼화되어 사람들

이 쓸쓸하고 안타까운 이미지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7] 2013년 익선동 장소 이미지      

                         

이미지 유형 개수 비율

전통 35 48.6%

흥미 2 2.8%

개성 4 5.6%

매력 9 12.5%

심미 3 4.2%

조화 0 0.0%

유명 0 0.0%

다양 0 0.0%

기타 19 26.4%

합계 72 100.0%

       

39) 블로그 글 추출 시 분기별로 100개를 추출하였고, 연단위로 바꾸기 위해 합쳐서 
1년당 400건의 글로 합산하였다.



   2) 2014 ~ 2015년 장소 이미지 

  2014년에는 400개 중 45개가 익선동 전체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글이

다. 2013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이후, 2014년에는 최초의 

카페 ‘식물’이 한옥 4개를 개조하여 입점하고, 한식점‘익선동 121’

이라는 한식 음식점도 입점했다. 2014년 방문객은 익선동을‘정겨운, 오

래된, 시간이 멈춘듯한, 고즈넉한, 조용한, 유명하지 않은’동네로 인식

하였으나, 한옥이 오래되고 낡아 ‘을씨년스럽고 쓸쓸한’분위기도 체감

하였다. 한편 빈도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한옥을 개조한 젊은 감성의 

카페와 식당을 발견하고는 방문객들은‘새로운, 활기찬’등의 표현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인다. 2014년 익선동의 장소 이미지

는‘전통’이 59.8%로 가장 많고,‘기타’가 17.5%로 다음 순위를 차지

한다. 익선동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낡은 한옥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에도 익선동의 장소 이미지는‘오래된,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옛스러운, 정겨운’등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분위기로 방문객들에

게 각인되고 있다. 한편, 청년 사업가들의 독특하고 젊은 감성의 카페와 

식당이 생기면서 기존과 다른 형용사가 언급되었다.‘멋진, 분위기가 좋

은, 예쁜, 독특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즐거운’등 익선동에 대한 긍정

적이고 다양한 표현이 그 예이다. 또한 방문객들은 주거용 한옥이 공사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익선동의 변화를 조금씩 체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익선동이 깨끗하게 변화하는 것은 좋으나, 더 많은 공사를 거쳐 상업화

가 되면서 유명해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운 상점이 생기면서 언급된 장소 형용사의 개수는 2014년 

대비 약 8배인 761개로 증가했다. 

  2015년 장소 이미지 유형은‘전통’이 761개 중 261개(34.3%)으로 가

장 많고,‘심미’가 132개(17.3%)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옥의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바뀌면서 예쁘고 분위기가 좋은 스



타일로 외부와 내부를 변화시키면서 익선동의 장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개성’,‘매력’의 장소 형용사도 2014년에 비

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익선동만의 독특한 매력과 개성이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4-8] 2014년 익선동 장소 이미지      [표 4-9] 2015년 익선동 장소 이미지

      

이미지 유형 개수 비율

전통 58 59.8%

흥미 3 3.1%

개성 2 2.1%

매력 7 7.2%

심미 7 7.2%

조화 2 2.1%

유명 1 1.0%

다양 0 0.0%

기타 17 17.5%

합계 97 100.0%

       

이미지 유형 개수 비율

전통 261 34.3%

흥미 32 4.2%

개성 60 7.9%

매력 65 8.5%

심미 132 17.3%

조화 38 5.0%

유명 48 6.3%

다양 3 0.4%

변화 체감 62 8.1%

기타 60 7.9%

합계 761 100.0%

                       

   3) 2016 ~ 2017년 장소 이미지 

  2016년 방문객들은 2015년과 비슷하게‘오래된, 낡은, 옛 모습이 그대

로 있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정겨운’이라는 표현으로 익선동 고유

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한편 TV 프로그램‘다큐3일’방

영40) 이후에 익선동은 ‘도심 속 한옥섬, 서울 속 모르는 동네’라는 별

명을 얻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익선동에‘열두달’,

‘경양식1920’,‘프루스트’,‘카페그랑’,‘빈티지보니’,‘이태리총

각’등 새로운 가게들이 익선동에 입점하면서 더욱더 많은 방문객들이 

익선동에 찾아왔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은 2016년 1분기부터 익선동을 

‘핫한, 뜨는 동네, 핫 플레이스’라고 칭하기 시작하였고, 한옥을 개조

하여 이국적인 메뉴를 판매하는 상점이 들어서자‘과거와 현재의 공존 

40) 2016년 2월 12일 방영 



및 조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건물 각각의 외관과 내부 인테리

어도 개성있고 독특하게 탈바꿈하여‘재미있는, 즐거운, 예쁜, 아기자기

한’등의 형용사로 익선동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한편 예전의 고즈넉

하고 조용한, 나만 아는 동네였던 익선동이 유명해지면서 옛 모습을 잃

어가고 있음을 걱정하는 의견들도 점차 많아졌다. 

  2016년 익선동의 장소 이미지는 1,767개 중‘전통’이 490개(27.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심미’가 379개(21.4%)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TV와 SNS을 통해 익선동이 유명해지면서‘유명’은 

264개(14.9%)로 2015년에 비해 빈도수가 약 4배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

다.‘개성’과‘매력’도 약 2배 증가했고, 익선동 내에 공사 중이거나 

주거에서 상업으로 용도가 변화함을 체감한 방문객들 또한 2배 이상 증

가하였다. 익선동은 한옥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의 용도나 인

테리어를 바꾸면서 심미적 요소가 추가되었고, 언론을 통해 유명한 동네

가 되면서 방문객들에게 2013년과는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2017년에는‘프앙디’,‘마당꽃방’,‘엉클비디오타운’등 이색카페와 

‘르블란서’,‘오마래’,‘글로우 키친’과 같은 외국음식점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상점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한옥을 개조하면서 다양

한 업종으로 방문객들의 선택폭을 확장시켰다. 방문객들은 예쁘고 독특

한 가게들에 매료되어 익선동을‘분위기가 좋은, 예쁜, 독특한, 아기자기

한’등의 표현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가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많아지

기에‘다양한, 볼거리가 많은’등의 표현이 추가되었다. 익선동은 새로

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한옥 기와 지붕이나 서까래를 그대로 살

려두어 여전히 방문객들은‘고즈넉한, 옛 모습이 남아있는, 옛스러운’

등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한편 SNS와 언론을 통해 관심이 증가하자 

익선동은‘핫 플레이스, 핫플, 핫한 동네’라고 불리우며,‘사람이 엄청 

많은, 북적이는’등의 표현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유명한 동네가 되

었음을 체감하고 있다. 

  장소 이미지 유형은 예쁨 및 아름다움 등을 나타내는‘심미’가 1,944



개 중 569개(29.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익선동의 고즈넉함, 오래된 등 과거 모습보다 예쁘고 현대적인 모

습의 익선동에 매력을 느끼는 방문객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유

명’또한 349개(18.0%)으로 증가하여 익선동이 점점 더 유명해지는 모습

이 보인다. 그러나 익선동이 유명해지면서‘웨이팅이 긴, 복잡한, 정신없

는, 비싼’등 부정적인 형용사가 약 100개(5.1%)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방문객들은 익선동이 유명하고 독특한 장소로 변모하였으나, 사람이 많

아지면서 정신없고 복잡한 동네가 되어간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0] 2016년 익선동 장소 이미지      [표 4-11] 2017년 익선동 장소 이미지

      

이미지 유형 개수 비율

전통 490 27.7%

흥미 69 3.9%

개성 133 7.5%

매력 115 6.5%

심미 379 21.4%

조화 69 3.9%

유명 264 14.9%

다양 83 4.7%

변화 체감 112 6.3%

기타 53 3.0%

합계 1767 100.0%

       

이미지 유형 개수 비율

전통 365 18.8%

흥미 35 1.8%

개성 101 5.2%

매력 147 7.6%

심미 569 29.3%

조화 73 3.8%

유명 349 18.0%

다양 110 5.7%

변화 체감 23 1.2%

기타 72 3.7%

부정적 100 5.1%

합계 1944 100.0%

            

   5) 2018 ~ 2019년 

  2018년에는 익선동 대부분의 건물들이 상점으로 바뀌었고,‘서울시의 

유명한 핫 플레이스’이자‘명소’중 하나로 거듭났다. 방문객은 익선동

을 고즈넉하고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기 보다‘다양하고 이색적

인 카페나 맛집이 많은 동네’,‘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동네’,‘또 

가고 싶은’동네로 인식하고 있다. 이전에는 카페나 음식점이 대다수였

다면, 옷가게나 악세사리 가게가 급증하면서 볼거리가 많아진 것이다. 



한편, 한옥의 외관을 일본식으로 바꾼 몇 개의 가게들과‘개화기 의상’

이라 불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방문객들로 익선동은‘개화기 같은, 경성

시대 같은’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는 익선동의 한옥들이 1920 -30년

에 지어진 역사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시기의 분위기에 걸맞은 

양복을 대여해주는 상점들이 증가해서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익선동이 아주 좁고 가게들의 규모가 협소하여 웨이팅이 1-2시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익선동의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표현들도 

증가하였다. 또한 한 번은 경험 삼아 맛보지만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재

방문 의사가 없는 의견들도 표출되었다. 

  2018년 블로그에서 언급된 장소 형용사의 개수는 2017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익선동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2017년에 비해 증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심

미’는 3010개 중 725개(24.1%)이고,‘유명’이 605개(20.1%)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익선동은 2018년 5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

해 새로 입점하는 가게들은 내부 서까래와 기와지붕까지 보전해야하는 

등의 규제로 묶이게 되었다. 한옥은 과거에서부터 대부분이 보전되어 왔

고 서까래나 지붕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방문객들은 여전히 익선동의‘전

통’이미지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익선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295개(9.8%)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이는 익선동의 인기는 유명세로 많

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3분기까지 익선동은 방문객들에게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운 장

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핫하고 인기 많은 핫 플레이스로 불리우고 있다. 

2018년과 비슷하게 언론과 SNS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유동인구로 늘 북

적한 분위기이다. 과거 익선동의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했던 

방문객들은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다고 표현을 하지만, 처음으로 온 사람

들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재미있다고 한다. 그러나 좁고 협소하여 

기대보다 실망했고, 웨이팅이 너무 길어 힘들고 지치는 동네라 표현하는 



방문객들도 많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익선동 한옥 밀집지는 약 30분 정

도 걸어다니며 잠시 구경하다가 고기 골목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거나, 

외부로 나가는 통과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또한 ‘망원동 티라

미수’,‘압구정 하루’와 같은 타 지역의 이름을 딴 가게 업소들에 방

문하면서도‘왜 익선동에 있는지 모르겠다’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9년 3분기까지의 익선동의 이미지는‘유명’이 23.6%로 가장 

높고,‘심미’는 19.7%,‘전통’은 13.2%로 높다. 다른 이미지 유형들은 

2017년 이후에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익선동의 한옥들은 대부분 상점으

로 바뀌었고 이후에 특정 점포만 업종 변화로 바뀌다 보니 개성있고 독

특한 모습이나 업종보다는 대부분 비슷한 업종에 예쁘고 사진찍기 좋은 

이미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표 4-12] 2018년 익선동 장소 이미지      [표 4-13] 2019년 익선동 장소 이미지

   

이미지 유형 개수 비율

전통 422 14.0%

흥미 83 2.8%

개성 175 5.8%

매력 186 6.2%

심미 725 24.1%

조화 70 2.3%

유명 605 20.1%

다양 264 8.8%

변화체감 42 1.4%

기타 143 4.8%

부정적 295 9.8%

합계 3010 100.0%

         

이미지 유형 개수 비율

전통 250 13.2%

흥미 87 4.6%

개성 129 6.8%

매력 85 4.5%

심미 373 19.7%

조화 24 1.3%

유명 446 23.6%

다양 27 1.4%

변화체감 131 6.9%

기타 156 8.2%

부정적 183 9.7%

합계 1891 100.0%

    

  

   3. 소결

 

  익선동의 상인들(내부인)은 입점 시기에 따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 이미지를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013-2015년까지는 주거용 한

옥과 몇몇의 상점들만 있었기 때문에 고즈넉함과 옛 것이 그대로 살아있



는 동네로 인식하였다. 한편 2016년부터 익선동이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가게 업종이 다양해지고, 내부 인테리어 또한 예쁘고 세련되게 변하면서 

상인들은 적당히 사람이 있는 익선동 분위기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2017

년 후반부터 익선동에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유입되면서‘복잡한’동네

가 되었다. 상인들은 대부분 2018-2019년에 들어서는 익선동과 어울리지 

않는 상호명과 건축물 외관의 등장으로 익선동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다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상인들끼리 서로 규제하고 시비를 가리기

는 어려운 일이라 난색을 표했다. 

[표 4-14] 내부인의 의미적 특성 변화 

그룹A

(~2013년)

그룹B

(2014-2015년)

그룹C

(2016-2017년)

그룹D

(2018-2019년)

어둡고 으슥한

지저분한, 슬럼화된

시궁창 같은

아늑하고 조용한

옛 느낌이 나는

익숙한, 불편한

한옥 그대로 있는

새롭고 독특한

밝고 훈훈한

깨끗한

방문객이 느는

할머니댁 같은

복합적인 문화가

뒤섞인 

돈벌이 목적이 많은 

기존 상인이 떠나는

시끄럽고 괴로운

예쁘고 독특한 

새로운 시도 가능한

정감과 감성이 넘치는

시간이 멈춘듯한 

복잡한

옛 모습이 사라진

큰 자본이 유입한 

장소성을 상실한

타 상호명이 있는

경성시대 같은

웨이팅이 긴

실제 매출은 감소

예쁘고 눈에 띄는 

  외부인(방문객)의 익선동에 대한 장소 이미지 변화를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4]와 [표 4-15]을 보면 2013년에는 익선동이‘잘 

모르는 동네, 낡고 오래된, 쓸쓸하고 어두운, 인적이 드문’등 도심 속 

낡은 주택가로 인식되었다. 한편 2014년에 카페와 식당이 생기기 시작하

면서 방문객들은‘독특한, 멋스러운, 밝은’등의 이미지를 인식했다. 

2015-2016년에도 상업용으로 개조된 한옥들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주거

용 한옥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익선동은 여전히‘전통’이미지가 강

했다. 새로운 가게가 깔끔하고 예쁘게 탈바꿈하여 방문객들은 2015년부

터‘심미’이미지를 느끼게 되었다. 2016년에는‘다큐 3일’방영 이후



‘유명’이미지도 생기면서 세 가지 이미지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2017년부터 더욱더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었고 낡은 한옥은 깔끔하고 예

쁜 구조로 변하면서‘심미’가‘전통’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였다. 익선

동이 SNS와 언론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하여‘유명’이

‘전통’의 추세를 따라잡는 행태도 보였다. 2018년 이후부터 익선동은

‘서울의 핫 플레이스, 서울 명소’라 불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주거용 

한옥은 상업용으로 바뀌었으며, 식당이나 카페는 옷가게나 악세사리점으

로 변했다. 이에 따라 예쁘고 아기자기한 이미지가 강조되어‘심미’가 

가장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유명’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2016년부터 익선동에 대한‘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차 증가했다. 

익선동이 고즈넉한 모습을 잃었고 정신없는 동네로 바뀌었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방문 인구가 급증하여 웨이팅이 길고 물가가 비싸 구경만 하

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익선동은 특유의 전통적인 이미

지를 가진 동네였다면, 여느 핫 플레이스와 비슷하게 예쁘고 분위기 좋

은 식당이나 카페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다. 익선동은 한옥 보

전 방침으로 외관상 고즈넉하고 옛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내부 업종은 대자본의 유입으로 프랜차이즈 성격의 체인점들이 점

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물가는 상

승하여 외부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는 추세이다.

              

[그림 4-14] 2013-2019년 익선동 장소 이미지 유형 



[표 4-15] 외부인의 의미적 특성 변화 

 

2013년 2014-2015년 2016-2017년 2018-2019년

(전통) 낡은

정겨운, 조용한 

오래된, 시간이 

멈춘 듯한 

   (부정적)

안타까운, 쓸쓸한

(전통)

정겨운, 오래된 

옛스러운 

(심미)

멋진, 예쁜 

분위기 좋은

(개성&매력)

독특한, 개성있는 

매력있는 

(조화)

전통&현대의 

조화

(전통)

고즈넉한, 옛스러운 

(심미)

예쁜,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유명)

핫한, 뜨는 동네

핫 플레이스

(개성&흥미&매력)

독특한, 재미있는, 

즐거운 

(다양)

다양한, 볼거리 많은

(심미)

예쁜, 아기자기한

(유명)

핫플레이스, 명소 

사람이 엄청 많은

(전통)

정겨운, 고즈넉한

(부정적)

웨이팅이 긴

재방문 의사가 없는

비싼

(기타)

개화기, 경성 같은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상업화에 따른 익선동의 장소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

행연구를 토대로 장소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소성의 형성요소 및 구성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현 시대의 다이나미즘(Dynamism)을 가

장 잘 반영하는 Massey(1994)의 장소성은 늘 변한다는 논리에 따라 익선

동의 장소성 변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Relph(1976)가 정의한 장소성

의 개념과 3가지 형성 요소(물리적 요소, 행태적 요소, 의미적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했고,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와 연구 

대상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장소성 및 장소성 

변화를 측정할 때, 방문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만을 이용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elph(1976)가 강조한‘내부성’과‘외부성’개념을 사용

하여 익선동의 장소성을 내부인(주민 및 상인)과 외부인(방문객)의 입장

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물리적 요소는 익선동 내에 있는 가로, 건물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

하고, 건물의 용도변화·업종변화·외관변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 현황

분석은 현장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과거 익선동의 모습은 네

이버 로드뷰 분석과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행태적 요소는 내부인의 거주/입점 계기 및 토지이용변화 등의 활동으

로 세부항목을 정했고, 주민 및 상인 10명을 심층인터뷰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한편 외부인은 네이버 블로그 글을 웹 크롤링한 후, 방문 

목적 및 계기, 체험 및 소비 활동으로 행태 변화의 세부항목을 정했다. 

  의미적 요소는 상업화에 따른 물리적 요소 및 행태적 요소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후, 외부인과 내부인의 익선동에 대한 장소 이미지 

변화를 정리하였다. 행태적 요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인은 심층인터



뷰를 통해 10명으로부터 익선동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이미지와 분위기

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외부인의 장소 이미지 인식 변화는 행태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과 웹 크롤링을 이용하였다. 장소 이미지 분석 기

준은 선행연구를 통해‘장소 형용사’를 이용하여 장소 이미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장소 이미지 유형은 선행연구와 익선동에 걸맞은 

장소 형용사로 재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가지고 본 연구는 2013년~ 2019년 각 연도별로 

3가지 요소의 변화를 통해 익선동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장소성을 

분석해 보았다. 

  약 10년간 재개발사업의 지체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2013년까

지 익선동은 도심 속에 있지만‘오래되고 낡은 동네’,‘잘 모르는 동

네’,‘무섭고 치안이 안 좋은 동네’로 인식되었다. 한옥은 지어진 지 

90-100년 되었으나 재개발사업으로 보수가 불가하여 오랜 기간 방치되었

고 빈집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

해 구역 해제를 늦추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4년부터 젊은 청년들과 예술가들이 익선동의‘낡고 고즈넉

함’에 매료되어 익선동에 카페와 갤러리를 개업했다. 이때부터 익선동

에는 재개발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재생’이 일어났고, 방문객들도 

‘새로운 변화가 있는 곳’으로 익선동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초기 젠트리파이어들이‘보존’을 컨셉으로 가게들을 컨설

팅해주면서 가맥집, 주점,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하고 독특한 가게들이 하

나 둘 입점하였다. 이때 본래 익선동의 고즈넉하고 아늑한 모습을 좋아

하여 익선동에 찾아오던 방문객들은 익선동에‘공사의 바람’이 불고 있

다고 표현하며 다른 지역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어 잊혀지는 동네가 

될까 걱정을 표했다. 한편 상인들은 상권 형성을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

해 익선동의 상권은 점점 확대되었다. 

  2016년 다큐3일 방영 후 익선동은 갑작스럽게‘핫 플레이스’로 사람



들에게 인식되었다. 도심 속의 한옥섬이라 불리는 익선동을 알게 된 사

람들은 궁금증에 익선동을 찾아오게 되고, 고즈넉한 한옥과 독특한 상점

들의 조화로 매력을 느꼈다. 이에 따라 더욱더 다양한 상점들이 익선동

에 입점하고 기존의 주거용 한옥은 공사를 거쳐 예쁘고 깔끔한 가게로 

탈바꿈했다. 한편 쉴 새 없는 공사 소음과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과 몇몇 상인들은 퇴거한 경우도 많았다. 

  2017년 익선동은 방송매체와 SNS 홍보를 통해‘서울의 핫 플레이스’

이자‘명소’로 거듭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가 되었

다. 이에 따라 2016년에 비해 다양한 업종, 독특하고 예쁜 인테리어를 

가진 한옥 상점들이 급증하였고, 입점하는 상인들의 특성도 소규모 자본

에서‘중대규모 자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익선동에 오랜기

간 머물렀던 한복가게, 한식당 등은 임대료 부담으로 퇴거했고, 젊은층

이 좋아할 만한 카페나 식당으로 변화하였다. 이로써 익선동은‘맛집과 

카페가 많은 거리’로 2년 만에 변모하였다. 

  2018년 익선동에는 광고나 드라마 촬영지, 방송 매체에서 부각되어 더

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방문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웨이팅이 긴, 복잡

한 동네’로 이미지가 바뀌었다. 한편 계속되는 인기 상승으로 임대료와 

권리금이 상승하면서 익선동은 큰 자본을 가진 상인들이 영업하는 가게

로 하나 둘 채워지게 되었다. 물가는 비싸지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옷가게나 악세사리점과 망원동 티라미수, 아트 몬스터, 칼리갈

리브루잉탭, 호떡당, 푸하하 크림빵과 같은 타 지역의 체인점이 입점하

였다. 상인이나 방문객의 일부는 이러한 체인점들이 익선동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본주의의 흐름대로 두는 게 맞

고 오히려 다양한 모습들이 생겨나 구경거리와 구매할 거리가 많아졌다

는 인식이 팽배했다. 

  2019년에도 익선동은 계속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지만, 익선동이 관광

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단체방문을 하여 많아 보이는 것일 뿐 매출은 

사실상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익선동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물가는 비싸지고, 사람들은 많으니 회전율 또한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인들끼리의 커뮤니티 활동은 형식적인 것 이외에 사라지고 

있어 개인주의화 된 상태이다. 상인들은 현재 익선동의 인기는 예전 같

지 않고, 점점 익선동만의 독특한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

고 있다. 방문객들에게도 익선동은‘웨이팅이 길고 비싼 동네, 작아서 

생각보다 볼거리가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재방문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익선동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가게들은 업종을 변화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익선동의 장소성 변화를 3가지 형성 요소의 변

화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기록하고 고찰하였다. 익선동은 과거부터 현재

까지 여러 주체들의 활동과 네트워크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장소

성을 만들고 있고, 2-3년만에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었

다. 이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면 지역의 장소성을 상실한다는 

논리의 반례로 제시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고 의미있는 장소이다. 물

리적 요소, 행태적 요소, 의미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있고, SNS라는 가상 공간에서도 익선동의 장소성은 끊

임없이 재창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익선동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으나 세 

가지 요소의 변화와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장소성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기록하는 데 의의를 둔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익선동의 장소성 변화를 3가지 영역에서 분석하기 위한 데

이터 수집 및 구축과 분석 시간이 길게 소요되었다. 따라서 시간적인 한

계로 익선동의 시기별 장소성은 도출하였으나, 익선동이 지속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상인들을 인터뷰하여 내부인의 행태 

및 의미적 특성을 추출해야 했으나, 익선동 자체가 분주하고 현재 상인

들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소 애착이 낮으므로 인터뷰에 대한 호응

이 적었다. 따라서 여건상 할 수 있는 상인들만 인터뷰하였기에 내부인

의 의견이 다소 편향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익선동의 장소성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시기별로 기록한 논문이자,‘익선동’이라는 장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한 데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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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s of 

Placeness according to 

Commercial Gentrification 

: Focusing on Ikseon-dong, Jongno-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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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Korean cities are trying to express their regional identity based on 

their unique history of formation, unique culture and differentiation, 

and to use the place itself as a means of urban marketing. However, it 

has not been long since discussions on “regional identity" and 

"enhancing regional discrimination" began in the course of Korea’s 

urban planning. Since 2010, cities have focused on the role of the local 

community and made efforts to gain competitiveness through their 

unique identity and differentiation to break away from the standardized 

and homogenized appearance (2018, Yoo Hana). However, these efforts 

were only in the beginning of the plan and began to undermine the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in a uniform and integrated 

way based on finances rather tha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The area in Ikseon-dong, Jongno-gu, Seoul, is a 100-year-old 

residential hanok village which was created in the 1920s and 30s. 

Ikseon-dong was designated as an urban environment readjustment zone 

in 2004, but after 10 years of business delays, it became an old and 

forgotten area. However, after the disbandment of the promotion 

committee in 2013, Ikseon-dong began to turn into a new and unique 

place, with the creation of unique and young-sense shops and studios 

in 2014. From 2016, the placeness of Ikseon-dong has been transformed 

from a quiet old one to a hot place with more people. Although the 

placeness of Ikseon-dong has been changing due to commercialization,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a plan since 2018 to 

preserve the past things without investigating or recording the changes. 

This can be seen as based on the idea that the changing location of 

Ikseon-dong should be fixed and maintained in its original form. 

Therefore, this study determined that recording the changing 

appearance of the placeness of Ikseon-dong was a priority.

  Therefore, this study chronologically recorded the history and 

appearance of Ikseon-dong by using the placeness components 

mentioned in the previous study, assuming that placeness is always 

changing in line with the global era. Three components of placeness 

(physical elements, behavioral elements and meaningful elements) were 

set up as analysis frameworks and each was analyzed from 2013 to 

2019. Physical elements were analyzed by changes in the use, type of 

business, and appearance of buildings at different times through field 

surveys, roadview photographs, and literature surveys. In particular, 

behavioral and semantic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insiders(residents and merchants) and outsiders(visitors) considering that 

they would have different experiences with Ikseon-dong. 10 insiders 

were deeply interviewed by groups and 100 Naver blog posts of each 

quarter were analyzed by web crawling for outsiders.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nd 

element of Ikseon-dong and to have a broad understanding of how the 

place called Ikseon-dong was created and changing.

  The analysis showed that since 2013, changes i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have change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laceness of Ikseon-dong has changed as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have changed. The physical elements of Ikseon-dong have changed 

from hanok to unique cafes and restaurants. Behavioral factors changed 

from residence and community to changing the use and apprearance of 

buildings. From an outsider’s perspective, behavior has changed from 

walking to dating, visiting cafes/restaurants and watching various shops. 

The semantic elements have changed from images of old, 

uncomfortable and dirty to clean, many people and bright. Insiders also 

feel that the change to a chain store or name of other places or 

Japanese-style building, rather than just an element in Ikseon-dong, 

reduces the attraction of Ikseon-dong. Outsiders were able to see that 

it had changed from quiet image to unique, pretty, and various images. 

  Although Ikseon-dong suffers from commercial gentrification,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reveal and record that new placeness is being 

reproduced due to changes in the three elements and interactions.

keywords :  Commercial Gentrification, Commercializaion, Ikseon-dong,   

Changes of placeness, Plac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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