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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보행중심가로 조성을 통한 
역사문화지역의 공간변화 연구

- 서순라길 일대를 중심으로 -

장 숙 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서울에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있으며, 곳곳에 각 시

대의 흔적이 함께 나타난다. 하지만 재정에 기반한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장소의 

모습과 특징이 사라지거나 역사적 정체성은 가려진 채 특성 없는 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서울시, 2017). 이에 최근에는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도시에서 가로는 지역의 문화, 경제, 생활의 주요 공간이며 역사문화지역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 기능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오랜 시간을 걸쳐 성장과 쇠퇴를 거듭한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지역

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도시 속 가로는 도시개

발, 도시개선사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가로의 구획과 필지의 합필 등을 겪었고 

그 결과 도시의 역사적인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

전을 잃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순라길 일대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년 역사를 지니고 있지

만 새로운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과 단절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곳이다. 이

에 대상지 일대는 2017년 보행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걷기 좋은 돌담길로 불리며 새

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보전과 개발,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의 이슈가 상

존하고 있어 지역 보존을 위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서순라길 일대를 대상으로 보행가로 조성 전후의 

수치지형도, 계획도와 현황도, 위성사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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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양상을 살피고, 내부인(상인, 주민)과 외부인(방문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

행가로 조성의 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공간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는 등 사

람을 위한 거리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서순라길 진입부 공터에 지역의 경관을 복원하고 

개선시키는 경관녹지를 조성하였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플랜트와 같은 시설물을 도입

하여 보행광장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새로운 한옥 카페와 레스토랑, 갤러리, 공방 등

이 들어오면서 오래된 잔술집과 같은 노포와 공존하게 되었고 야외 영업 규제가 생기면서 

제한된 영역 속에서 가게 앞 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나타났다.

내부인과 외부인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성과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로는 

보행가로 조성 이후 종묘 돌담길의 재조명, 변화된 거리환경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된 상인들의 모습이며, 한계점은 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를 고려하지 

못한 계획과 역사문화경관을 위해 사라진 가로수, 노포와 같은 지역자원에 대한 아쉬움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행가로 조성 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으며, 공

간의 실질적 이용주체인 상인, 주민들과 외부인의 인식 분석을 통해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

하여 향후 역사문화지역의 보존이나 관리에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역사문화지역, 역사가로, 보행가로, 서순라길
학  번 : 2020-2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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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서울시는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사라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민현석, 오지연, 2019). 특히 

서울에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있고, 공간

에 각 시대의 흔적이 함께 나타난다. 하지만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재

정에 기반한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장소의 모습과 특징이 사라지거

나, 지역의 공간적 단절로 역사적 정체성은 가려진 채 특성 없는 낙후지역으

로 인식되기도 한다(서울시, 2017). 이에 최근에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형성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길과 필지가 만들

어졌다. 도시 속 가로는 그 지역의 문화, 경제, 생활의 주요한 공간이며, 역사

문화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로는 교통로로서

의 역할,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 주변 건축물로의 접근공간의 역할, 도시 체

험장의 역할, 도시 경관과 특징을 보여주는 장소 및 지역개발의 기준 및 구획

의 역할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준다(박철희 외, 2007). 따라서, 단순히 물리

적인 기능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시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며, 오랜 시간을 걸쳐 성장과 쇠퇴를 거듭한 대표적인 공공공

간으로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통로의 역할

을 하기도 한다. 

도시 속 가로는 오랜 시간 속 사람들이 모여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삶의 터

전 속에서 사고 파는 행위가 생겨나면서 상업가로가 생겨나고, 상업지역의 밀

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도시개발, 도시개선사업 등의 과정에서 변형이 생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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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급격한 가로의 구획과 필지의 합필 등으로 도시의 역사적인 흔적들

이 지워지기도 하고,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도 한다. 

본 연구 대상지인 서순라길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600년 역사

를 품고 있지만 새로운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과 단절되고, 좁은 거

리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곳이다. 돈화문과 종로3가를 연결하는‘돈

화문로’는 차도의 폭을 10m에서 7m로 줄이고, 보도의 폭을 6.5m까지 확대했

으며, 종묘를 에두르고 있는 ‘서순라길’은 골칫거리였던 도로 위 불법 주정

차 차량과 적치물들을 없애기 위해 돌 포장 보행길을 만들어 걷기 좋은 돌담

길로 불리며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공방 등이 생겨나고 일대가 활성화되면서 지가상승 및 젠트리피케이션

의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서순라길 일대는 보전과 개발, 거주환경과 상업지역

의 이슈가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곳이다.

역사문화지역의 가로는 오랜시간 복잡한 변화과정이 축적되어 있으며,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지역의 가로를 중심으로 변화된 도

시 형태를 파악하고, 보행 중심의 가로 조성을 통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

역에서의 물리적인 변화를 살핀 후 공간의 실질적인 이용 주체인 내부인(상인

과 주민)과 외부인(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통해 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역사문화지역의 공간변화에 대한 해석은 향후 역사문화지역의 보존이나 관

리에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행중심의 가로가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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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7년 보행가로 조성 이후 서순라길 일대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 역사문화지역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로의 형태를 살펴보고, 보행가로 조성 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의 영역

과 민간의 영역에서의 물리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를 바탕으

로 실질적인 공간 이용 주체들의 인터뷰를 통해 역사문화지역에서의 보행가로 

조성의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도심부 역사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 변화 양상을 밝힌다. 

서순라길 일대 보행가로 조성 전후의 수치지형도, 계획도와 현황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고 보도 및 도로, 공공공간, 시설물 등 공공영역과 건

물과 필지 등 민간영역에서의 변화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앞서 고찰한 물리적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내부인(상인, 주민)과 외부

인(방문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간변화 요소를 살피고 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보행가로 조성의 성과 및 한계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공간변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도심 속 보행 가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오랜 

시간동안 복잡한 변화과정이 축적된 도시 속 역사성과 정체성의 보존에 대한 

가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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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그림 1-1] 연구대상 구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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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지인 서순라길 일대는 1962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

부 필지가 개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오랜 기간 슬럼화되어 있었지

만, 광복 이후 역사적 특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종묘 담장 인근 서순라

길 일대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고, 1995년 지금의 서순라길이 만들어졌

다. 그 과정에서 종묘 담장 인근 한옥 주거지들은 대거 철거되었고, 2010년 이

후 한옥을 정비하고, 역사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였다. 2015년에는 창덕궁 앞 

도시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17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보행중심의 가로 조성을 통한 공간변화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그림 1-1]과 같이 최근 보행가로사업이 시행된 2017년부

터 서순라길 일대 권농동, 와룡동, 묘동, 봉익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

우선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도시재생, 보행중심의 가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의미와 가치를 살펴본다. 또한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고지도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연구지역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언론매체 자료 등을 통해 서순라길 일대의 보행가로사업에 대해

서 알아본다. 

연구대상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포털에서 토지특

성정보와 GIS건물통합정보, 용도별건물정보, 건축물연령정보 등의 자료를 살펴

보았다. 또, 연구대상지의 현황 맵핑을 위해 국토지리원의 수치지도,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았다. 

(2) 현장관찰조사

앞선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한 수치지도 및 위성사진의 분석과 현장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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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보완작업을 함께 진행하여 보행중심 가로 조성 이후 공간의 변화를 살펴

본다. 보도 및 차도, 시설물,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등의 공공영역과 건물 및 

필지 등의 민간영역에서 공간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이용 형태 특성을 

살펴본다.

[그림 1-2] 공간분석의 범위 

(3) 심층인터뷰

마지막으로 현장관찰을 통해 도출한 공간변화 양상을 토대로 공간이용의 주

체인 내부인(상인)과 외부인(방문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변화

요소를 파악하고 인식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본다. 

역사문화지역에서의 보행중심의 가로 조성이 어떤 공간변화를 나타내고, 공

간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 공간 이용주체들의 인식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역사문화지역에서의 보행공간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제언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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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흐름

연구 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 방법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흐름

이론적 고찰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이해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보행중심가로의 개념과 동향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서순라길 분석

서울시 역사문화지역의 사례조사
문헌연구, 

수치지형도, 

지도(네이버, 

구글, 다음 

등), GIS 

데이터

서순라길의 이해

서순라길의 현황

(가로, 건물, 필지)

공간변화 해석

물리적 변화 분석

현장 

관찰조사, 

심층인터뷰

공공영역의 변화

(보도 및 도로, 시설물, 

공공공간)

민간영역의 변화

(건물, 필지)

인식 변화 분석

내부인(상인, 주민)의 

인식 분석

외부인(방문객)의 인식 

분석

의의 및 가치 도출

결론 연구결과 종합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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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론적 고찰

1절.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이해

1.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도시재생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역사문화자원은 삶의 축적물이며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대적, 장소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이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대상뿐 아니라 일상적 생

활양식과 커뮤니티와 같은 정신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범위는 확대되

고 있다.1) 이화연 외 (2009)는 역사문화자원을 물리적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주하며 형성된 삶의 기록과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로, 주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장소, 지역 특유의 공간적 특

성, 지역 및 시대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 조형물, 지역의 대표적 경관을 이루는 

자연환경 등을 포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과 장소적 특성, 시대적 경험을 알리면서도 도시

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도시재생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생뿐만 아니라 지역

적 맥락과 지역공동체를 고려한 사회적, 경제적인 재생까지도 포함한다. 따라

서 물리·환경적 측면에서는 경관형성,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정용도 도

입과 산업화 및 가로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마케팅과 브랜드화를 도입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커뮤니티 형성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해 중심시가지를 재생

하고 이를 도시재생으로 연계하는 사업은 도시 속 가로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

1) 민현석, 오지연(2019),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성과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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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로 재생은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중요

한 공간적 대상이 되고 있다(박철희, 2013).

[그림 2-1] 역사문화유산과 도시 가로재생과의 관계도

출처 : 박철희(2013)

2. 서울 도심부 역사문화 재생사업

(1) 서울 도심부 역사문화 재생사업

서울 도심부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

해있고, 각 시대의 흔적이 함께 나타나는 공간이므로 서울 도심부 재생을 위

해서 이들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은 필연적이다. 서울시는 2015년 시행된 도시

재생법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사라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개발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양적인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주택가격의 

상승과 공동체 붕괴, 장소성 훼손, 불균형 심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

었고2),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과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일대, 창신숭인 지역을 역사문화 재생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2) 민현석, 오지연(2019),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성과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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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역사문화자원

서울역 일대

서울역고가, 은행나무, 시민아파트, 일식가옥, 양정의숙, 손기정, 남주

북병, 남승룡, 약현성당, 국립극단, 염천교 수제화거리, 청파서계 봉

제, 강세황 등

세운상가 일대
세운상가, 보행녹지축(종묘~남산), 도심전통산업, 조선시대 관아 터기

술장인 등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창덕궁, 순라길, 궁중문화, 탑골공원, 익선동 한옥마을, 천도교 중앙대

교당, 서북학회터, 태화관터, 낙원상가, 귀금속 산업 등

창신숭인 창신숭인 봉제, 백남준, 채석장, 동망봉, 정순왕후 등

[표 2-1]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 재생사업 추진지역과 역사문화자원요소

(출처 : 민현석, 오지연, 2019)

(2) 주요가로 개선공사를 통한 역사문화재생사업

창덕궁 앞 일대는 다양한 역사가 압축된 곳이나 지역의 공간적인 단절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역사적 정체성은 가려진 채 특성 없는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앞서 고찰한‘서울 도심부 역사문화 재생사업’의 일환인 창

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시대별 역사에 따라 돈화문로(조

선시대), 삼일대로(근대전환기), 익선~낙원(근‧현대), 서순라길(현대) 4개의 길 

위주로 구조화한 후, 전체 1.9km 구간을 역사가 어우러진 걷고 싶은 길로 조

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덕궁 앞 일대를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

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창덕궁과 종묘, 운현궁 등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살리고 도시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

요가로 개선공사｣를 실시했다. 개선공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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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역사문화유산의 활용과 도시 가로재생과의 관계도

출처 : 서울시

첫째, ‘돈화문로’는 돈화문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왕의 거둥길

이며, 정조대왕 능행차의 출발지점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성을 살려 돈화문 

앞 삼거리부터 약 150m 구간을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이 없는 광장 형태로 조

성하여 다양한 역사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종로3가역에서 탁 

트인 돈화문을 볼 수 있도록 돈화문로 일대 가로수와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로의 폭을 확대했다.

둘째, ‘서순라길’은 종묘의 역사, 문화를 품고 있는 옛길의 형태를 가지

고 있지만 보도 단절과 불법 주정차 차량과 오토바이, 적치물 등으로 걷기 

불편한 거리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이 점령했던 차도를 확 줄

여 보도 폭을 1.5m에서 3.0m로 넓히고, 주말에‘차 없는 거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행광장(500㎡)도 조성했다. 또, 주변 종묘 담장의 분위기와 어우러지

도록 바닥을 석재로 포장하고, 가로수의 이전과 플랜트 설치 등 조경작업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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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삼일대로(낙원상가)’는 인사동, 종묘로 가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

고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낙후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낙원상가의 하부 

공간에 조명을 설치해 어두웠던 미관을 개선하였다. 

넷째, ‘돈화문로10길’은 낙원상가에서 돈화문로, 서순라길까지 동서로 연

결하는 도로이지만, 가로변 노상주차장과 오토바이 주차 등으로 가로가 매우 

혼잡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에,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

로 간의 보행연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도의 폭을 축소하고, 보도의 폭을 

기존 2.5m에서 최대 5m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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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보행중심가로의 개념과 동향

1. 보행중심가로의 개념 및 특징

(1) 보행환경의 개념

보행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교통수단이며 생활활동 및 사회활동의 공간이

고 인간의 행위는 대부분 가로공간을 매개로 전개되어 왔다. 가로는 그 지역

의 문화, 경제, 생활의 주요한 공간이며, 단순히 통과 수단의 기능을 넘어 도

시의 성장과 경쟁력을 보여주기도 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시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또한 오랜 시간을 걸쳐 성장과 쇠

퇴를 거듭한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얀겔은 ‘보행공간은 단순히 걷기 위한 공간뿐 아니라 보행을 동반하거나 

보행을 동반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일어나며, 옥외 공간에서 

의 보행 행위 뿐만 아니라 비 보행행위 모두를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3) 따라서, 보행 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뜻하지 않고,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이다(한유진·강준모, 2011).

(2) 보행가로환경의 구성요소

보행자 가로는 일반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 보행 가능한 공간으로서 그 

규모와 기능이 인간의 보행활동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 조성된 가로를 말한다

(최효승 외, 2009). 보행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요소와 정신적 측면에 따른 비물리적인 요소로 분류

할 수 있다. 

3) Gehl, Jan(2008), 『Life Between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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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요소 비물리적 요소

1차요소

일반적 요소

 도로폭원, 

도로유형(보행자전용/

보차혼용/보차공존도

로), 도로형태, 

보차도 간격, 

보도패턴, 도로형태

사회적

요소

행정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

네트워크적 요소

보행로 연결성, 

교차로간 거리, 

가로의 간격, 접근성

2차요소

건물

용적율, 건폐율, 건물 

형태 및 높이, 저층부 

용도, 옥외공간 용도, 

노후도, 간판

인적 

요소

연령층, 보행목적

(쇼핑/업무/이동/친목), 

주 이용 시간대, 

보행량

가로시설물

조명시설(가로등, 

조명, 보행자용 

조명), 위생/휴게시설, 

안내판, 표지판, 

조형물

식재 및 조경, 

녹지

가로수 종류 및 간격, 

공공공지, 광장, 화분

주차 및 차량

불법 주정차 대수, 

주차장, 차량 통행 

방향

[표 2-2] 보행가로의 구성요소

(출처: 한유진, 강준모(2011), 서한림(2006), 김동환(2014), 김세희(2007) 참고하여 재구성)

[표 2-2] 와 같이 보행가로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보행

가로 공간에서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포함된 비

물리적 요소는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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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중심의 가로개선사업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 초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보행

권 시민운동에서 기인되었다. 시민단체들의 보행권 운동으로 서울시는 주요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정하고, 1996년 보행환

경 업무를 담당하는 녹색교통계를 신설하였다. 1997년에는 최초로 ‘서울특별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보행조례)’가 마침내 제정

되었다. 

덕수궁길의 양방향 차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도로의 상당 부분을 사람에

게 내어주는 서울시 최초의‘보행우선도로’도 1997년에 조성되었다. 1997년

에는 인사동·대학로·명동·관철동에서 주말에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1999년에는 지하도에 있던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복

원되면서 지상으로 사람이 오갈 수 있게 되었다(건축과 도시공간, 2020).

2004년에는 서울시청 앞 보행광장이 조성되었고, 시청 뒤 교차로에는 보행

자를 배려하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조성되었다. 2005년에는 광화문 네거리 횡

단보도가 복원되어 고립되어있던 숭례문에 보행길이 만들어졌으며4), 현재까지

도 도심부를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4) 정석(2020), 건축과 도시공간, Vol.40 Wint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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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1) 도시 보행환경 및 보행가로에 관한 연구

김동환(2014)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 구성요소인 보행

환경에 대하여 거리 용도별로 관광특구 3개소, 디자인서울거리 3개소의 현황

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고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모색을 

통해 서울시 보행가로환경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한솔(2018)은 도시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의 장소성과 보행도시로 전환하

고자하는 서울시 보행정책에 적합한 서울역 광장 및 일대 리모델링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소영(2017)은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를 정의하고, 총 3개의 

서울시 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보행개념과 사업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김민경(2014)은 생태교통 수원 2013 시범사업을 보행친화적 도시이벤트 관

점에서 면밀히 이해하고 보행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개선과 이벤트가 실제 

보행 이동패턴과 공간이용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 보

행행태를 통해 파악하였다.

류현영(2011)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하에, 지역단위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지역 

주민의 보행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서한림(2013)은 물리적 형태가 차별되는 네 개의 대상지에 거주하는 30~40

대 주부들의 일주일간 실증 보행기록을 수집, 분석함으로써 대상지 가로환경

에서의 보행행태 특성을 밝혔다. 

박소현 외 2인(2008)은 보행, 걷기에 대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일반적 관심

과 공공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보행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있어서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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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인 논의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근린주거지역에서 어떠한 

물리적 특성이 보행환경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였다.

(2) 역사문화지역의 가로공간에 대한 연구

박경문 외 2인(2016)은 수원시 화성행궁 연접가로를 대상으로 BF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역의 분석결과에 따른 구도시 역사문화가로의 BF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이용계층의 접근 및 이동이 

가능한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도심재생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은진·김기호(2014)은 역사탐방로가 시행된 8개의 가로 중 사업 환경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정동길과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보행환경과 특

화가로 사업 후 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계내용과 물리적 현황 등에서 찾아, 앞으로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계획이나 사업 시 보행환경 조성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와 계획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양유선·손용훈(2019)은 역사문화 가로인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인식에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역사문화가로 공간 및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있

어 주안점으로 삼아야 할 것과 이용자 중심의 장소 만들기 관점에서 향후 계

획 방안을 도출하였다.

박철희(2013)은 중소도시인 강경의 중심가로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의 보

존·활용을 통한 가로재생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가로재생의 목표를 가

로 속에서 근대 건축과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근대역사문화 거리박물관 

조성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추진전략과 전략별 사업방안을 마련하였다.

(3) 공간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박지은(2016)은 안산시 고잔1동의 연립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질



- 18 -

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길, 단지 내의 자투리 공간 등)

의 ‘공간 변용’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한 공간 특성, 이용 양상, 기타 사회

적 요소를 분석하고 주민들이 주거 단지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김나연(2019)은 종로구 익선동을 대상으로 장소성은 늘 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장소성 구성요소를 분석틀로 이용하여 익선동의 각 시기별·요소별 특

성을 도출하고 익선동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

한 역사 및 시기별 장소성을 기록하였다.

박태홍(2019)은 도심부 관리에 있어 재개발 해제 지역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여, 시기별 도심부 계획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식과 계획방향의 변

화를 추적하고, 종로구 권농동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재개발 해제 지역

의 도시공간이 지닌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양보람·류중석(2014)은 기존의 도시공간을 크게 변화시킨 동대문디자인플

라자(DDP)의 인지요소 속에서 시민들의 도시공간 이용행태에 대한 도시이미

지를 도시이미지 지도로 분석하였고, 도시공간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자와 비

이용자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도시 보행환경, 역사문화가로, 공간변화 양상을 키워드로 선행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기획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공식문서에서 의미를 도출하

거나 기본계획을 분석하는 연구로 나뉘었는데, 현황과 실천적인 해결방안 제

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에 대한 세

밀한 분석을 실제 계획의 전후 비교관계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공공의 영역, 

민간의 영역으로 나누어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실제 공간이용의 주체인 내부

인(상인, 주민)과 외부인(방문객)의 인식분석을 통해 보행가로의 성과 및 한계

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역사문화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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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행가로 조성을 통한 공간양상에 대한 해석은 향후 역사문화지역의 보존

이나 정비, 관리, 재개발 사업 등에서 밑거름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보

행중심 가로가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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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역사문화지역으로서 서순라길 분석

1절. 서울시 역사문화지역의 사례조사

서울시는 과거 도시 성장을 위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였고, 무

분별하게 이루어진 개발로 인해 보행공간은 협소해지고 문화적, 역사적 가치

를 지닌 보행로가 사라지게 되었다.5) 이에 훼손된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을 통

해 정체성과 장소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인사동과 익선동 일대는 연구대상지와 같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

는 서울 도심부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지역이며, 주요 옛길과 골목길, 한옥 등의 

옛 도시조직이 잘 남아있는 곳이다. 역사적 정취가 살아있는 독특한 골목의 

모습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도보관광이 활성화되었고, 상업화되는 과

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본 연구대상지와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역사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례지역인 인사동과 익선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보행사

업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서울 인사동

(1) 개요

인사동 길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종로2가와 안국동, 송현동 사이를 

잇는 길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고미술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1960년대부터 화랑, 필방, 표구사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

다.6) 전통적인 작품과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예 전문 쇼핑몰이 밀집

해있고, 도심 속에서 낡았지만 귀중한 전통 물건들이 교류되는 공간으로 자리 

5) 서울 정책아카이브(https://seoulsolution.kr/)

6)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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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게 된 것이다.

 

[그림 3-1] 인사동 위치

(2) 보행가로사업을 통한 물리적 변화

현재 인사동의 가로환경을 만든 계획은 총 3가지가 있다. 먼저 1987년에 수

립된 ‘인사동 도시설계’인데, 이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과거

의 모습을 지운 계획이었다. 다음으로 현재의 인사동 길을 만든 1999년에 수

립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이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의 목적

은 도심의 활동공간과 연계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민과 외래방문객들

이 역사문화장소에서 보행공간을 즐기며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방

승환, 2020). 마지막으로는 2002년에 수립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다. 이 

계획은 인사동 길 주변의 건물과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3가지 계획 중에서 현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역사문화탐방로 조

성계획’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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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연말에 시작되어 2001년 10월에 완공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

로 인해 인사동 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6~15m였던 차로 폭을 5~8m

까지 축소하여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과거 인사동길의 물길을 되살려주기 위

해 돌로 만든 북인사 물길이 조성하였다. 또, 돌걸상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보

차도를 구분 짓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게 하였으며 국화꽃 등을 심

은 물확을 설치하고 소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정비하였다. 이

외에도 골목길 초입에 전통적 디자인의 나무 표지판 기둥을 설치하고, 가로등

이나 광고물 부착 기둥 등도 일정한 디자인으로 통합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바닥은 전벽돌이 깔렸고, 남인사마당, 북인사마당의 공공공간도 조성되었다. 

2010년 서울시는 ‘하이힐이 끼지 않는 거리’를 만들면서 바닥의 전벽돌을 

마천석으로 바꿔 깔게 되었다([그림 3-2], [그림 3-3] 참조)

[그림 3-2]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

출처 : 김진애 서울포럼, 1999

[그림 3-3] 2021년 인사동 거리 모습

출처 : 

https://m.blog.naver.com/64ka/222384633691

(3) 평가 및 의의

1997년에는 인사동 상가번영회의 주도로 ‘차 없는 거리’축제가 매주 일요

일 열리게 되면서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탐방로 조성과 ‘차 없는 거리’시행으로 인한 이용객층 변화와 상업화에 

따라 지가, 임대료 상승 등으로 화랑, 필방, 표구사 등 전통문화 관련 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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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일반상업용도로 전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 대형건물 신축 등의 개발압력으로 수십년간 한 곳에 보존

되어온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게 되고, 점포 앞 가판대는 중국산 공예품, 모조

품으로 인사동의 정체성과 고풍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

다.7) 

또한, 2010년에 인사동 바닥의 전벽돌을 마천석으로 바꿔 깔게 된 것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의 설계 총책임을 맡았던 김진애는 ‘인사동은 

결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잘 쓰이는 공간임에도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의 색을 없애고, 겉멋 든 화장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쉽다’고 말한다.

정리하면, 물리적인 부분에서 보행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수목 식재, 공

공공간 조성, 거리의 시설물을 일정한 디자인으로 통합하여 경관적인 측면에

서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사동 길의 지나친 상업화와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됨에 따라 역사문화지역의 특색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따

라서 인사동 길은 역사문화지역의 특색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지나친 상

업화와 조화스럽지 못한 이질적인 간판과 시설물 그리고 전통적 가게들의 사

라짐으로 인해 그 가치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서울 익선동

(1) 개요

익선동은 2018년 북촌, 서촌과 더불어 3대 한옥마을로 지정되었고, 이 중에

서도 가장 오래된 한옥밀집지역이며 조선시대 피맛길과 고려시대 골목길이 잘 

남아있는 곳이다.8) 2000년대 초반까지는 조용한 한옥 밀집촌이었으나, 주변 

종로 상권 개발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익선동은 

2004년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완전 철거방식으로 도시환경 정비사

7) 뱍현정, 김기호(2012), 인사동 정체성 요소로서 용도의 변화와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8) 김나연(2020),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장소성 변화 연구 – 종로구 익선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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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부진해지면서 사람들은 떠나가고 

지역은 슬럼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3-4] 익선동 위치

(2) 보행가로사업을 통한 물리적 변화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은 2018년에 재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시 골목

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은 재건축이 

어려운 좁고 낡은 폭 1~2m 내외의 골목길과 8m 미만의 골목상권 등을 대상으

로 하는 현장밀착형 재생사업이고, 대상지인 종로구 익선동도 2018년에 시작

하여 총 3년간의 긴 공사과정을 마치고, 2021년 초에 새롭게 탄생했다.

대상지는 종로구의 운니동과 익선동 거리 일대이다. 거리 일대의 폭 1~2m 

정도의 골목길을 정비하는 것, 골목상권에 위치한 상점들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 경관유해시설로 보이던 공간을 ‘익선공감’이라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하

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 대상지는 야간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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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개선과 집, 주소,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보행 시 안전하게 만들었고,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거리에 있던 밋밋한 주차장에 담장 

형식으로 예쁜 나무를 심어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바꾸었다([그림 3-5] 참

조).

a : 공공공간 익선공감 b : 보행환경개선 후 골목길 모습

c : 주소 조명등 설치 전, 후 모습 d : 틈새정원 조성

[그림 3-5] 익선동 보행가로사업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3) 평가 및 의의

익선동 일대는 2004년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여러 가지 사업이 

무산되면서 슬럼가로 변하기 시작했던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부터는 슬럼화된 이곳에 젊은 예술가들과 창업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옥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카페나 공방으로 활용하였고, 상권이 발전하기 시작

했다. 한옥 카페와 공방,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등 다양한 상권이 생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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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골목 등 익선동만의 분위기가 SNS, 영화, CF 등에서 알려지면서 익선동

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2018년 서울시는 재개

발 계획을 철회했고 한옥 체험형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익선동은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극단적으로 상업화된 곳이 되고 말

았다. 하지만 골목길 정비사업을 통해 물리적으로 깔끔한 외관을 가지게 되었

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다.

정리하면,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현재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

사문화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지 않으며, 과거의 한옥밀집지역

의 특징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선 사례였던 인사동과 같이 

옛 한옥마을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순라길 일대는 변화

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으며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인사동과 인사동

의 사례지역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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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서순라길의 이해

1. 서순라길의 역사

(1) 조선시대

서순라길 일대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가지

고 있다. 이 일대는 수도 한양의 정치적, 지리적 중심지이며, 조선시대 전국 

도로망의 기준점이 되었다. 18세기 도성도를 통해 돈화문로 양측으로는 두 개

의 물길이 있었으며, ‘종로’,‘돈화문로’, ‘종묘앞길’ 3개의 계획 도로 

외에 대부분의 가로가 산과 물길의 자연지형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조선시대 당시 자연을 존중하는 도시계획적 철학에 의해 물길과 지

형에 순응하여 주요 축과 가로망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길은 복개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형 형태는 보존되고 있다. 

[그림 3-6] 도성도(18세기)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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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경성부의 전반적인 도시구조개편을 위해 1912년 경성시구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구역을 확장했으며, 시구개정사업 하에 기존 도로를 직

선화하고 도로의 확폭, 포장, 보차구분 등의 개수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

라 서순라길 일대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1928년 율곡로가 신규 설치되고 이후 

연장이 되면서 창덕궁과 종묘, 돈화문로 일대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 제1기 도로공사가 끝나고 하수도 개수사업(1918~1924년)을 통해 일대를 가

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물길을 암거화 하였다. 

[그림 3-7] 경성부 명세신지도(1914)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3-8] 경성부 토목사업개요(1935)

출처 : 서울시

(3) 광복이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후복구사업(1945~1970), 

재건사업 등으로 서울 도심부는 큰 변화를 겪었다. 전후복구사업을 통해 종묘 

앞길과 지금의 삼일대로 구간이 신설되었고, 강남개발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공간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철거

와 재개발이 일어났고, 대형 건축물이 건설되거나 대규모 필지로 합병되면서 

많은 옛 골목길들이 사라지고, 도로의 형태가 변하게 되었다. 이 일대에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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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로 10길, 11길이 신설되면서 기형적 필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기존의 丁자

형 도로망이 근대적(격자형) 가로망으로 점차 변모하며 블록이 세분화되었다.

[그림 3-9] 옛 가로현황

출처 :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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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90년대 

1995년에는 종묘와 인접해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순라

길이 일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1995년 6월 마침내 서순라길이 개설되었

다.9) 역사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서순라길의 확폭 정비사업이 진행되었

고, 주변 한옥 반파, 주거에서 근생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도

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들이 다수 철거되었고 2000년대까지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어왔다. 개발중심의 계획으로 양적인 성장은 달성하였지만 주택

가격 상승과 공동체의 붕괴, 불균형 심화, 장소성 및 역사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그동안 훼손된 역사적 가치, 지역성 상

실, 공동체 해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3-10] 순라길 조성도

출처 : 서울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계획

2. 서순라길의 보행가로사업

(1)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2000)

서울시는 1998년 시의 전반적 가로한경이 보행불안, 보행불편, 보행불리 등 

보행삼불이라 하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가로 돈

화문길과 자치구의 시범가로 20개소를 대상으로 걷고 싶은 거리 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보행안

전 및 편의증진, 지하철 이용편의, 기타 관련사업 4가지로 나뉜다. 이 사업으

로 보행환경이 개선된 곳은 2011년 기준 84곳에 이르렀으며, 특히 차 없는 거

9) 박태홍(2019), 서울 도심부 내 재개발 해제 지역의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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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5개소, 중구 4개소, 노원구 4개소, 그 외 11개소로 

총 24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10)

대상지역 사업내용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조성 서울시 시범가로, 자치구 시범가로

특화거리 조성
역사문화탐방로, 걷고싶은 녹화거리, 지하철 복구

구간 정비, 보도정비 시범사업, 조망가로 조성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횡단보도 확충, 차없는 거리 조성, 안전한 동네길 조성, 지하보차도 

개선

지하철 이용편의 보행편의시설 확충

기타관련사업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표 3-1] 2001년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사업 내용

(출처 : 박현찬, 유나경, 2001)

대상지 일대는 도심부의 중심가로지만, 차량 통행이 비교적 원활하여 사업

수행이 용이하고 전통문화보존과 관광루트연계가 가능하며 침체한 지역의 활

성화가 가능한 거리라는 사유로 시범가로로 선정되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보행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적인 가로 조성, 전통과 

현대문화의 접목이다.

10) 한상진(2016), 건축과 도시공간, vol.22 Summ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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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방향 계획내용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 중심의 보차 공존도로 조성,

보도 확폭으로 휴게공간 확보

보행네트워크 구축 중구 구간과 연계한 통합 디자인 및 연속된 식생대 조성

전통과 현대문화 

접목

고궁 및 문화재, 국악의 거리 및 다양한 영화 축제 등의 지역적 

특성 부각

친환경적인 가로조성
자연소재 포장재 및 시설물로 친근감 있는 거리 조성, 기존 가로

수를 보존하고 향토수종 식재 

[표 3-2] 종로구 돈화문길 기본계획

(출처 : 박현찬, 유나경, 2001)

[그림 3-11]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전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림 3-12]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후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업 이후 보행공간의 양적 확보라는 성과가 있었긴 하지만, 여전한 보도상 

차량통행 및 주차문제와 도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

게 되었다.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범가로 조성 이후 영업과 관

련되어 가장 불편을 주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 50% 이상이 주차공

간의 부족, 교통의 소통과 체증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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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

시청 앞 광장이 조성(2003)되고 청계천이 복원(2005)되면서 도심을 사람 중

심으로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보도 위 지장물, 좁은 보도폭 등

으로 보행공간이 협소하여 쾌적성이 떨어지는 거리를 개선하기 위해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걷기 쉽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고 옛 길

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의 중심가로 조성, 보도 폭 확장, 차도 폭의 축소 등 보

행환경을 우선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계획방향 계획내용

역사적 도시구조 및 

도시조직의 보존

주요 문화재 보존 및 주변지역 경관관리, 돈화문로 일대 역사

성 회복, 한옥밀집지역의 보존 및 소방 방재체계 구축, 역사자

원을 고려한 정비계획 조정, 역사환경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 

개발 관리

지역 고유의 장소적 특성 

보호 및 전통공예산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북촌 주거지역의 정주화경 보호, 전통문화거리로서 장소성 보

호 및 전통공예산업 육성, 돈화문로 일대 귀금속 산업의 특성 

유지·강화

옛 길의 보존·활용 및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보행네트워크 연계

종로·우정국로 보행중심가로 조성, 옛 길의 보행연속성 확보 

및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탐방로 조성, 삼청동천의 

보존·회복 및 보행환경 개선

[표 3-3] 북촌·인사동·돈화문로 일대 계획과제

(출처 : 역사도심기본계획 보고서, 2015)

대상지 일대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에 위치하여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종묘 담장 변의 노상주차장 운영 등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가 부실하

였다. 또한 종묘와 창덕궁을 연결하는 ‘율곡로 도로구조개선 사업’으로 서

순라길 동측구간 터널이 조성되어 보행 연계성 및 쾌적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11)

11) 서울시(2015), 역사도심기본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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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라길 주변은 종묘 광장의 진입부 환경정비와 경관을 훼손하는 주차장입

구 구조물을 개선하고, 종묘 담장을 역사경관과 조화되는 전통적인 재료 및 

색채를 이용한 바닥포장으로 종묘와 순라길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한옥지정 구역을 유지하고 한옥상가거리 조성을 유도하여 서순라길의 정체성 

회복을 강조하였다.

돈화문로 주변은 왕의 거동길로서 역사성과 상징성 회복을 위해 가로변 건

축물 관리와 가로시설물 정비를 하였다. 또, 옛 길 변에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여 보행중심가로로서의 옛 길 보전을 관리지침으로 삼았다.

(3)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공사

역사성 반영의 미흡, 제한적 주민참여라는 이전 계획의 한계를 느끼고, 서울

시는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다. 돈화문로는 축

제 및 어가행렬과 연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림 3-13], 

[그림 3-914과 같이 보행중심의 차도, 보도 포장을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다. 또, 계획 과정에서는 시민과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계획과정과 정

비방향을 공론화하였다. 

[그림 3-13] 돈화문로 현황(2017) [그림 3-14] 돈화문로 정비안

출처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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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구분 사업내용

마중물 

사업

돈화문로 가로환경정비사업 공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시행

서울 가꿈가게 지원 경관개선
민간건축물 저층부 리모델링 

지원

협력사업

보행전용거리 운영 정례화 축제연계
돈화문로 주말 보행전용거리 

운영

피맛길 등 골목환경개선 및 

지중화
공간연계 피맛길 포장 개선 및 지중화

종로3가 역사출입구 

디자인정비
공간연계 종로3가 역사 캐노피 정비

종로3가 역사 내 화장실 등 

시설정비
공간연계

종로3가 역사 내 화장실 시설 

개선

[표 3-4] 돈화문로 단위사업 및 내용

(출처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 2018)

돈화문로의 위상과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활성

화 도모,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 증가를 위해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계획하였

고, 역사인문 스토리 등의 가치를 활용해 특색있는 장소조성과 창덕궁이나 종

묘, 북촌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매출

액, 점포수의 증가 등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 가꿈가게 지원사업을 

계획하였다. 

보행전용거리 운영을 정례화하고 골목환경을 개선 및 지중화는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더불어 역사인문 콘텐츠를 활용한 개별점포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역사가로로서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보행자를 유도하는 가꿈가게 지원사업도 

진행되었다. 점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주요 지원내용은 가게 

별 디스플레이 개선, 옥외광고물 등의 파사드 개선과 VMD, 상품개발, 홍보 등

의 전문가 파견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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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가꿈가게 조성안

출처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2018)

서순라길은 일대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지역으로서의 품격 향상을 위

해 걷고 싶은 돌담길을 조성하고, 순라길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서순라길 거

점공간의 특화 및 보도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문화재 주변의 품

격에 부합하는 경관 정비를 위해 노후화된 한옥의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

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골목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서순라길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결정부 거리광장을 조

성하는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기존 산업과 젊은 공예인들의 협력 프로그램 등의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 순라길변 노후된 한옥의 수선비용 지원을 통한 한옥공

방 조성의 유도,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의 조성, 골목길 지중화 및 도로포장의 개

선, 귀금속 골목 내 소규모 광장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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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구분 사업내용

마중물 

사업

서순라길 

가로환경정비사업
공간개선

서순라길 가로환경개선 및 결정부 

거리광장 조성

서순라길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
축제지원

기존 산업과 젊은 공예인들의 콜라

보레이션 행사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업

한옥 수선비용 지원을 

통한 한옥공방 조성 유도
민간지원

순라길변 노후 한옥의 수선비용 지

원

주얼리센터 건립 및 운영 거점조성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조성, 산업지

원 및 융복합 기능 강화

귀금속거리 등 

골목환경개선 및 지중화
공간개선 골목길 지중화 및 도로포장 개선

귀금속 골목 광장조성 민간지원

경관협정과 연계하여 귀금속 골목 

내 쉼공간으로서 소규모 광장 조성 

지원

[표 3-5] 서순라길 단위사업 및 내용

(출처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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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서순라길 현황

1. 가로 현황

[그림 3-16] 대상지 가로현황



- 39 -

대상지 동서 간의 연결도로는 북측 율곡로, 남측 종로가 있으며, 남북 간의 

도로는 서측 돈화문로와 동측 서순라길이 위치하고 있다. 돈화문로는 폭원 약 

20m 정도로 보차가 분리되어 있으며, 서순라길의 경우 보차가 분리되어 있는 

약 8m 정도의 일방향 도로로 조성되어 있다. 

대상지 외부 율곡로와 종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여 접근성이 좋은 편이나, 

내부 골목길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협소한 폭원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돈화문로는 조선시대부터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피맛길이 보존된 유일한 골

목길로, 대상지 내 돈화문로와 돈화문로6길은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서순라길 또한 오른쪽에는 종묘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순라군들이 순찰을 돌았던 곳으로 종묘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옛길이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걷기 좋게 정비한 서순라길은 2020년 12월부터 토요

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탬프 투어, 거리마켓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잠

시 주춤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주말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 : 돈화문로 현황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b : 서순라길 현황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c : 율곡로 현황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그림 3-17] 대상지 가로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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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현황 

(1) 건물 용도 및 업종 현황

[그림 3-18] 대상지 건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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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문로 주변에는 한복 제작과 수선작업을 하는 업체와 국악 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서순라길 일대는 귀금속 관련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서순

라길에서 종로 사이 길은 오래된 귀금속 가게와 선술집 등이 자리 잡고 있으

며, 율곡로로 향하는 서순라길은 최근 소규모 개인공방과 갤러리, 카페, 음식

점 등이 생겨나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또, 대상지 내에 게스

트하우스나 셰어하우스 등의 관광형 숙박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또, 서순라길 일대 특화된 귀금속 산업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주얼리지원센터 두 곳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물 외관도 종묘 

돌담길과 인근 한옥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통한옥으로 조성되었다. 주얼리의 

전시·판매 뿐 아니라 예비창업자와 전공자들을 위한 공유오피스와 공동 작업

실도 제공하면서 교류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주

민 맞춤 프로그램, 동네 배움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의 문화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a : 게스트하우스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b : 주얼리공방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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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한옥카페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d : 레스토랑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e : 고미술갤러리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f : 주얼리지원센터
출처 : 주얼리신문

[그림 3-19] 서순라길 일대 건물 현황

돈화문로는 ‘국악로’라 불리는 만큼 주변에 국악기 전문점, 국악 강습소 

등의 관련 업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 전통 한복점이나 전통의상, 무용

소품을 대여하거나 제작 판매 하는 업체들도 눈에 띈다. 서순라길에 주얼리지

원센터가 있다면 돈화문로 일대에는 창덕궁의 얼굴이라 불리는 서울돈화문국

악당이 위치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유소 부지였지만 서울시가 이를 매입하여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하였다.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과 야

외공연장이 구성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공연뿐 아니라 민간 

공연 예술단체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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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통 한복집
출처 : 카카오맵

b : 국악기전문점
출처 : 카카오맵

c : 고미술갤러리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d : 주얼리샵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e : 국악 전문 공연장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f : 무대의상실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그림 3-20] 돈화문로 일대 건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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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형태 및 한옥 현황

대상지 일대는 목구조 건축물이 다수 밀집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 건물은 

목구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 대상지 내 건물의 높이는 대부분 1, 

2층 높이로 저층경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서순라길 일대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구역 내 한옥 신축 시에 2층 규모까지 허용하는 제약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3-21] 대상지 건물구조 [그림 3-22] 대상지 건물높이

이 일대는 한옥 형태의 건물이 많이 관찰되는데, 주거용 한옥과 상업용 한

옥으로 용도가 나뉜다.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주거용 한옥은 주로 대상지 내

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순라길변을 따라서는 신규로 조성된 상업용 한옥들

이 주로 관찰된다. 주거용 한옥과 상업용 한옥의 가장 큰 차이는 건물 입면의 



- 45 -

개방성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주로 2층 규모의 목구조라는 것과 대

다수가 출입구와 창문을 서순라길변을 향해 있는 개방적인 입면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 상업용한옥(1)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b : 상업용한옥(2)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c : 주거용한옥(1)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d : 주거용한옥(2)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그림 3-23] 대상지 내 한옥 현황

3. 필지 현황

대상지 일대는 대부분 300㎡ 이하의 필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서순라길변으

로는 주로 100㎡ 이하의 소규모 필지가 분포하고 있다. 소규모 필지는 대부분 

개인소유이며, 1000㎡이상 대규모 필지는 법인 소유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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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체나 외국인 소유의 필지도 일부 나타난다. 

최근 돈화문로와 서순라길 변으로 돈화문국악당, 주일리지원센터와 같은 문

화 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의 매입으로 국공유지 소유가 증가함을 파

악할 수 있다.

[그림 3-24] 대상지 필지소유 현황 [그림 3-25] 대상지 필지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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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공간변화 해석

1절. 대상지 공간변화 양상

1. 분석의 틀

대상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보행중심가로가 조성된 2017년부터 현재까

지 현장관찰과 위성지도, 문헌고찰, 네이버맵 로드뷰과 카카오맵 로드뷰 등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고 연구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물리적 변화의 분석은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인식 변화 분석은 내

부인과 외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도출한 요소를 중심으로 공간변화의 의미

와 가치를 도출하였다. 

공공 영역의 변화는 보도 및 도로, 시설물,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의 영역은 건물과 필지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인식의 변화는 공간의 실질적 

이용주체인 내부인(상인과 주민)과 외부인(방문객)을 분석 대상으로 현장조사

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한다. 

[그림 4-1] 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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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석 대상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물리적 

변화

공공의 영역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공공공간
행태변화,

용도변화

현장조사, 

위성지도, 

문헌조사
민간의 영역 건물, 필지

인식 

변화

내부인(상인) 상인, 주민

성과, 한계점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외부인(방문객) 방문객

[표 4-1] 연구의 분석 대상 및 내용

2. 공공영역의 변화

(1) 도로 및 보도

① 용도변화

원래 서순라길 주변은 좁은 보도폭으로 인해 유효보도폭이 매우 협소하였

다. 이에 전체적인 도로 선형을 개선하였으며 보도폭을 확장하고 차도폭은 축

소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바닥포장을 교체하고 가로수를 이식 및 제거하였다. 

서순라길 초입 종묘 광장 서측 담장변의 노상주차장은 가로미관을 훼손시키

고 차량 매연으로 인해 담장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역

사경관을 회복하고 서순라길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노상주차장

을 철거하고 광장 형태로 조성하였다. 차도 및 보도의 포장을 정비하고, 노상

주차장이 있던 곳은 보도 포장으로 채워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보도폭이 

확장됨에 따라 차로도 재구획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도로선형이 개선되었다. 

환경개선이 일어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보행의 안전과 전체적인 미관이 개선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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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양상

위치 : 종로구 봉익동 1-11 (서순라길 일대)

변화 전 변화 후

내용 : 노상주차장, 불법주정차 공간을 없애고 약 6m 폭의 보행공간으로 조성, 차도를 6m 

-> 3m로 축소하고 보도 폭은 2m -> 7m로 확대, 기존 가로수 제거 후 신규 가로수 이식 

및 플랜트 설치

[표 4-2] 도로 및 보도의 용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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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라길 일대는 2020년 12월부터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로 한동안 주춤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거리는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예살림’이라는 공예 거리마켓 행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서순라길공예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

며,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작품 전시뿐 아니라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얼리와 소품을 구경하거나 구매하는 방문객들과 서울주얼리센터 앞마

당에서 투포놀이, 제기차기 등 놀이 행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변화양상

위치 : 종로구 권농동 104-1 (서순라길 일대)

[표 4-3] 도로 및 보도의 용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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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전 변화 후

내용 : 차도를 약 4.5m -> 3m로 축소하고 보도 폭은 약 3m -> 4.5m로 확대함, 차 없는 

거리 행사로 플리마켓이나 놀이프로그램 등이 진행

 

② 형태변화

돈화문로는 차도와 보도 사이를 턱이 없는 광장 형태로 조성하고, 창덕궁부

터 돈화문로로 이어지는 200m의 구간에 30그루 가량의 양버즘나무와 관목을 

제거하고 플랜트 박스로 대체하였다. 이는 가로수가 보행을 방해하고 창덕궁

의 조망을 저해한다는 이유와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인

근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공사가 잠시 중

단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 보도폭을 확장하였으며 보도폭 확장에 따라 차로가 재구획 되었다. 차도

와 보도 사이에는 폭 1.5m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신규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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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양상

위치 : 종로구 와룡동 139-4 (돈화문로 일대)

변화 전 변화 후

내용 :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이 없는 광장 형태로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신규 조성, 

약 200m 구간 가로수 제거 후 플랜트박스로 대체

[표 4-4] 도로 및 보도의 형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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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공간

① 형태변화

율곡로에서의 서순라길 진입부로의 보행자 유입을 유도하여 물리적 고립을 

해소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서순라길 진입부의 경관녹지를 열린마당

으로 조성하고 내부에 벤치를 신규 조성하였다. 대상지 내 유일한 녹지공간이

며, 걷다가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의자가 있는 휴게공간이다. 주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변화양상

위치 : 종로구 권농동 96 (서순라길 일대)

[표 4-5] 공공공간의 형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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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전 변화 후

내용 : 공터였던 서순라길 진입부를 경관녹지로 조성하고 내부 벤치 신규 설치, 기존 

가로수인 은행나무 제거 후 느티나무 신규 이식, 보도를 약 1.3m에서 4.5m로 확대

(3) 시설물

① 용도변화

종묘광장공원과 서순라길에 면하는 기존 노상주차장 옆 공터는 어르신들이 

의자를 두고 담소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이었다. 이 공간은 차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이에 턱도 없어 작은 화분을 놔두고 그들 만의 영역을 표

시했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공터를 보도로 통합하여 보행광장으

로 조성하였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기존의 행태를 반영하듯 차도와 보도사이 

플랜트박스가 설치되어 경계를 표시해주고 있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저감시설인 험프식 횡단보도를 신규로 설치

하였고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지판을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로수 사이

사이로 플랜트가 신규로 설치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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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양상

위치 : 종로구 봉익동 1-11 (서순라길 일대)

변화 전 변화 후

내용 : 이용자들이 임의로 미니 화분을 놓고 경계를 만들었던 공간에 플랜트박스를 

설치하고 보행광장으로 조성, 플랜트박스 신규 설치

[표 4-6] 시설물의 용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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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영역의 변화

(1) 건물

민간영역의 변화는 건물과 필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용도변화와 형태변

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A, B, C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4-7] 건물 용도 및 형태 변화(구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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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물 형태 변화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b : 건물 용도 변화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c : 건물 용도+외관 변화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A구간에서는 오래된 선술집이 공예갤러리로 용도가 변화하였고, 배달업체가 

있었던 곳이 공간대여 공간으로 변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업체 특성

상 좁은 보도폭의 서순라길에서 업무용 오토바이가 정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얼리 갤러리나 고미술 갤러리 

등의 업종이 새로 유입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닝 천막의 색을 변경한 

건물도 관찰되었는데, 보행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어두운색에서 서순라길과 

어울리는 화사한 색으로 변경한 것으로 여겨진다.

B구간에서는 건물 1층의 입면을 개조하여 건물의 외관이 변화한 경우가 다

수 관찰되었는데, 노후된 건물에 레스토랑이나 주얼리샵 둥 신규 업종이 들어

오면서 외관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일대 대부분의 가게들이 

손님을 받지 않는 B2B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창문

에 선팅을 한 가게들이 많았다고 한다. 현재는 외관 리모델링을 길가에 향하

는 통창으로 하여 찾아온 손님들이 내부를 볼 수 있으며, 서순라길의 돌담 경

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어있던 공실에 밝은 간판에 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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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록한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거리에 색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표 4-8] 건물 용도 및 형태 변화(구간 B)

a : 건물 형태 변화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b : 건물 용도 변화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c : 건물 용도+외관 변화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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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간인 귀금속거리와 종묘광장공원 일대에서는 다른 구간에 비해 큰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술집 형태의 가게가 사라지고 주얼리샵으로 용도가 

변화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전체 구간에서 돈화문로 일대에 건물 간판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는 2017년 시행되었던‘간판 개선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간판 디자인에 전통적 패턴을 사용하거나 간결한 디자인으

로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이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건물 용도 및 형태 변화(구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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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물 형태 변화
출처 : 222.05 
연구자 촬영

b : 건물 용도 변화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c : 건물 용도+외관 변화
출처 : 2022.05 

연구자 촬영

(2) 필지

① 용도변화

서순라길 일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다. 보행가로 조

성 이전에 건물 앞 필지는 대부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유하던 공간이었다

면, 현재 새로운 상가가 입점하면서 차량이 점유하던 공간을 야외 테라스 공

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

가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카페 내부 좌석보다는 야외 좌석을 사용하는 모

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또, 차도폭은 축소되면서 보도폭은 확장되었고, 가로수 사이로 플랜트가 신

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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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양상

위치 : 종로구 서순라길 71 (서순라길 일대)

[표 4-10] 필지의 용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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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전 변화 후

 

내용 : 주정차공간으로 사용하던 필지를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야외테라스 

공간으로 활용

② 형태변화

대상지 일대 차도와 보도의 변경으로 가로수도 신규 이식되었으며, 기존의 

노상주차 공간에 차량의 진입을 막는 플랜트가 설치되었다. 이외에 가로변의 

가로수 사이로 가지각색의 화분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상인들 스스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설치해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게 앞 작은 정원을 

스스로 가꿔가려는 행위로도 보인다. 또, 어떤 상인은 화분을 내놓는 원인에 

대해 질문하자 가로수에 의해 가려 가게를 찾지 못하는 손님들을 배려하기 위

함이라고 하였다. 현재 가게 앞에 화분을 내놓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단속

반이 오면 잠시 안에 두는 모습도 관찰된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인

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색적인 풍경을 보여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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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양상

위치 : 종로구 서순라길 55 (서순라길 일대)

변화 전 변화 후

내용 : 불법주정차 차량을 막고, 가게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도 일부공간에 화분 설치, 보도 일부에 야외의자를 두고 일시적으로 공간 사용

[표 4-11] 필지의 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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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라길 일대에 신상 가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묘 광장공원 옆 서순

라길로 접어드는 지점에는 ‘선술집’, ‘잔술집’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가게가 몇 있다. 선술집은 간이음식을 진열해두고 막걸리나 소주를 한잔에 

1000원에 판매한다. 그 곳에는 야외 테이블에 둘러 앉아있거나 서서 술잔을 

기울이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계신다. 하지만, 서순라길이 정비되면서 화

분뿐 아니라 야외테이블과 의자도 길가에 두는 것에 규제가 생기게 되었고, 

규제를 피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한시적으로 야외 운영을 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a : 종묘해장국 b : 대명 c : 뚱순네

[그림 4-2] 대상지 내 선술집의 모습 (2022.05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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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공간변화에 따른 인식변화 

앞서 살펴본 공간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변화의 요소를 도출하고, 공간의 실

질적 이용주체인 내부인(상인)과 방문객(외부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

행하여 인식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내부인의 인식변화

(1). 변화된 거리환경에 대한 자부심 형성

가게 앞 거리가 쾌적해지고 활성화되면서 상인들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거리

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순라길에서 1년 반 동안 주얼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상인들이 보행가로 조성 이후

에 나타난 변화들을 몸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리가 쾌적하고 안전

하게 개선되면서 상인들은 달라진 거리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지

역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35년 정도 주얼리 일을 했는데, 이곳에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딱 공

사할 때쯤 왔어요. 추울 때 왔었는데 그땐 되게 썰렁했어요. 그래도 이 길이 예

뻐질 것 같았고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죠. 최근 주말에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긴 했겠지만, 지금 워킹(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

아졌어요.”(상인 A)

“여기서 순라길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번주와 지난주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가 첫해인데, 상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가하는 상인들끼

리 매회 이런 행사를 열자 하고 있어요.”(상인 B)“

(2). 가게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노력

보행가로 조성 이후 가게를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말에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상인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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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유지하기 위해, 또 가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차량 주정차공간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야외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고 가게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도에 화분

을 내놓기도 한다.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쉽게 화분을 그래서 내놔요 밖에. 혹시나 지나칠 

까봐요. 규제 때문에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움직이기 쉬운 화분이나 의자 같은 

것들을 내놨다가 다시 들이고 해요.”(상인 C)

[그림 4-3] 가게 앞 화분의 모습 (2022.05 연구자 촬영)

(3). 여전히 나타나는 주차문제로 인한 불만

대상지 내 가장 큰 변화는 ‘차를 위한 거리에서 사람을 위한 거리로의 변

화’라 말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유하던 도로를 축

소하고 보도는 확장시키면서 사람을 위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방문객들은 쾌적해진 보행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상인과 주민들은  

주차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돈화문로에서 20년 넘게 귀금속가게

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보행가로 조성으로 가게 앞 보도가 넓어지고 쾌적

해진 것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노상주차장이 사라지면서 주차공간은 더 부족

해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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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넓혀서 괜찮은데, 여기 손님들이 찾아오시면 주차를 못한다는 게 제일 

불편해요. 잠깐만 세워도 사진이 찍히니까. 노상주차장도 다 없어지고, 여기 민

영주차장으로 하나 있고, 아니면 종묘로 가야하고. 그게 좀 불편하죠.”(상인 D)

“여기 인도 폭은 넓고, 지나다니는 차들은 많은데 차도는 좁아. 그리고 여기 

보면 차들이 다 인도 위에 주차해놨잖아? 주차자리를 다 없애니까 사람들이 이

렇게 위에다가 주차를 하지.”(주민 A)

[그림 4-4] 대상지 내 불법주정차 현황 (2022.04 연구자 촬영)

2. 외부인의 인식변화

(1). 보행가로 조성 이후 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

서순라길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종묘 돌담길의 

운치와 한적하고 널따란 보행길이 있어 걷기 좋은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보행길을 걷다 만나는 이색적인 한옥 카페나 레스토

랑, 공방 등의 방문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차 없는 거리’행사 시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보행

자들이 더욱 많이 관찰된다.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로 행사나 프로그램이 무

산되기도 했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거리마켓이나 놀이행사 등의 

대면행사가 재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말 ‘차 없는 거리’행사 



- 68 -

날은 평일에 비해 보행자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공예살림’이라는 공예 거리마켓 행사 때 방문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말 

차량 통제로 보행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평일

보다 주말 방문을 더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쁜 카페랑 레스토랑도 많고 돌담길 배경

이 너무 예뻐서 오게 되었어요. 실제로 와보니 더 좋은 것 같아요. 걷기도 좋고

요.”(외부인 A)

“평일에 왔을 때는 인도 위에 차들도 주차되어 있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

데 주말에는 차량 통행을 막고 행사도 하고… 평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걸

어다니는 데도 불편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외부인 

B)

[그림 4-5] 서순라길 차 없는 거리 행사 (2022.05 연구자 촬영)

(2).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불만

돈화문로와 서순라길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신규 조성하였다. 돈화문로는 기

존 보도의 일부공간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서순라길에는 자전거 우선도

로 사인이 새로 생겼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차로를 정

해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기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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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달리는 경로에 

돌화분,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 등의 방해요소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 16년 동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돈화문로에 

자전거길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차도랑 자전거길 사이에 돌화분으로 

경계를 알려주는게 끝이라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달리다 보면 오

토바이가 여기 자전거도로에 다 대놓아서 막고 있고, 신호등이나 돌화분이랑 충

돌할 위험도 있죠. 자전거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외부

인 C)

[그림 4-6] 돈화문로 자전거도로 (2022.05 연구자 촬영)

(3). 사라져가는 가로수, 노포 등의 지역자원에 대한 아쉬움

돈화문로 일부구간은 가로수였던 양버즘나무가 제거되었고 그 자리엔 플랜

트박스가 설치되었다. 서순라길은 기존의 은행나무가 사라지고 새롭게 어린 

느티나무 수종이 식재되었으며, 곳곳에 플랜트박스가 설치되었다. 

서순라길을 산책하고 있던 외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라진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보행사업 이전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드리워진 풍

경을 기대하고 방문하였으나 지금은 사라진 풍경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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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있어서, 가을이 되면 그렇게 이뻤어요. 노란 빛

이 가득하고... 은행나무랑 단풍나무가 만드는 그늘에 단풍에, 정말 아름답고 걷

고 싶은 길이었는데, 이렇게 휑해져서 너무 놀랬죠. 가로수 담당하는 부서에 전

화를 했는데, 재정비 작업 때문에 오래된 은행나무들을 다 잘라냈다고 하더라고

요. 직원 말로는 낙엽이랑 은행 때문에 민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냥 흔한 돌담길이 된 것 같아 아쉬워요. 은행나무랑 단풍나무가 어우러지는 그 

운치가 사라져서 아쉽습니다.”(외부인 D)

대상지 일대의 정취를 나타내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새로 생긴 카페와 와

인바, 음식점들 사이에서 문에 캔맥주, 사이다, 커피, 음료수라고 붙여져 있는 

‘잔술집’이라고 불리는 노포 가게들이 있다. 어르신들의 성지라고 불릴 만

큼 주 이용층의 연령대가 높았으나 가로변 벤치와 그늘을 막아주는 가로수들

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뉴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면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

었지만, 주이용층인 어르신들이 사라지면서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어 떠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의 마지막 선술집이라고 불리는 이곳 ‘잔술집’

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에 종종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섭섭하고 씁쓸한 감정

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는 내가 예전부터 알던 곳인데 최근에 선술집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

어. 어르신들이 없어지니까 그렇겠지. 그늘도 없지, 벤치도 없지, 그러니까 어른

들이 없어질 수 밖에.”(외부인 E)

“퇴근하고 종종 방문하던 곳이었는데 사라진다니 슬퍼요. 이곳에 담긴 추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기 전에 많이 방문해야겠어요”(외부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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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대상지 내 선술집의 모습 (2022.05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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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1. 종합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3-18]과 같이 2017년 보행가로 조성 이후 물리적인 변화

를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공공의 영역은 보도 및 도

로, 시설물, 공공공간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민간의 영역은 건물, 

필지로 나누어 보았으며 분석 내용은 형태변화, 용도변화로 살펴보았다. 분석

은 문헌조사 이후 위성지도, 카카오맵과 네이버맵 로드뷰와 현장조사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대상지에서 나타난 공간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차를 위한 거리에서 사람을 위한 거리로의 변화

대상지 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차를 위한 거리에서 사람을 위한 거리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보도 및 도로의 용도변화로는 노상 주차장을 없애고 

보행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차 없는 거리 행사로 플리마켓이나 놀이,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형태변화로는 전체적으로 차도를 축소하고 보

도 폭은 확대했으며, 차도와 보도 사이를 턱이 없는 광장 형태로 조성하였다. 

또, 자전거도로를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돈화문로 약 200m 구간 가로수를 제거 

후 플랜트박스로 대체하였다.

 

(2) 지역경관을 복원·개선시키는 경관녹지 조성

공공공간의 변화로는 공터였던 서순라길 진입부에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내

부에 벤치는 신규로 설치하였다. 또한 공원에 인접하는 보도를 약 1.3m에서 

4.5m로 확대하고 기존의 은행나무를 제거 후 느티나무를 신규 이식하는 등의 

형태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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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들의 행태가 반영된 시설물 도입

시설물의 변화로는 차도 옆 이용자들이 임의로 화분을 두고 경계를 만들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했던 공간에 플랜트박스를 설치하여 보행광장으로 조

성하였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기존 이용자의 행태를 반영하여 커뮤니티 공간

으로 조성되었다. 

(4) 노포와 세련된 가게의 공존

건물은 옛 정취가 느껴지는 오래된 잔술집, 40년이 넘은 노포 홍어집, 이발

소, 여관, 구멍가게들이 한옥 건물,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공

방 등으로 용도가 변화하면서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뉴

트로 감성을 찾는 젊은 세대와 잔술집을 찾는 노인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고 있다. 업종이 변경되지 않은 가게들도 어닝 천막과 간판을 변경하거

나, 통창으로 외관 리모델링을 하는 등 형태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5) 가게 앞 공간의 일시적 사용

가게 앞 필지의 변화로는 기존 주정차공간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간이의자나 

테이블을 설치하여 야외테라스 공간으로의 용도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화분을 설치하거나 규제를 피해 야외테이블을 한시적으로 

펼쳐놓는 등 형태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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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공

공

영

역

보도 및 

도로의 변화

용도

변화

Ÿ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보행공간으로 조성

Ÿ 차 없는 거리 행사로 플리마켓이나 놀이프로그램 등 진행

형태

변화

Ÿ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이 없는 광장 형태로 조성

Ÿ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 폭은 확대

Ÿ 자전거도로 신규 조성

Ÿ 돈화문로 약 200m 구간 가로수 제거 후 플랜트 박스로 

대체

공공공간의 

변화

형태

변화

Ÿ 서순라길 진입부 공터에 경관녹지 조성 후 내부 벤치 신규 

설치

Ÿ 기존의 은행나무 제거 후 느티나무 신규 이식

시설물의 

변화

용도

변화

Ÿ 이용자들이 임의로 화분을 두고 경계를 만들었던 공간에 

플랜트박스를 설치하고 보행광장으로 조성

Ÿ 이용자들이 임의로 보도와 도로 사이 화분을 두고 경계를 

표시했던 공간에 플랜트박스 설치

민

간

영

역

건물의 변화

용도

변화

Ÿ 오래된 선술집, 국악학원, 배달 업체 등이 레스토랑, 주얼리 

갤러리나 고미술 갤러리로 업종변경

형태

변화

Ÿ 어닝 천막을 화사한 색으로 변경

Ÿ 외관 리모델링을 길가에 향하는 통창으로 진행

Ÿ 간판 디자인에 전통패턴을 사용하거나 간결한 디자인으로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임

대지(필지)의 

변화

용도

변화

Ÿ 주정차공간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간이의자나 테이블을 

설치하여 야외테라스 공간으로 활용

형태

변화

Ÿ 가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화분 설치

Ÿ 규제를 피해 야외영업을 한시적으로 운영

[표 4-12] 물리적 변화 분석

2. 성과 및 한계점

앞서 살펴본 대상지의 공간변화 양상을 토대로 공간의 실질적 이용주체인 

내부인(상인,주민)과 외부인(방문객)을 인터뷰를 통해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

였다. 상인과 주민들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변화된 거리환경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으며, 상인들은 가게만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가게 앞 공간에 화분을 

내놓거나 야외테라스 공간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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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보도 위 불법 주차 문제는 여전하였고, 이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도 함을 알 수 있었다. 

방문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보행가로 조성 이후 서순라길 일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걷기 좋은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전거를 운전하는 방문객들은 새로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대

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경로와 돌화분,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나 차량 등의 장애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그늘을 주는 가로수들이 사라지고 보도 위 벤치들이 사라지면서 쉴 곳

이 사라진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다. 이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노

포들이 일대를 떠나거나 이전을 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보행가로 조성을 이후 종묘 돌담길이 재조명되고 걷기 좋은 길이라는 인식

이 생겼으며 거리변화로 인해 상인들은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성

과가 있었지만, 역사문화경관을 위해 사라진 가로수나 노포와 같은 지역자원

과 다양한 공간이용 주체를 고려하는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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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서순라길과 돈화문로 일대는 과거의 물길, 가로 등 옛 형태가 남아있고, 역

사경관, 문화재 등이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가로로서 위상과 가치가 높지만, 

특색 없고 낙후된 가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2017년부터 보행중심의 가로환

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종묘 돌담길과 함께 걷기 좋은 길로 불리면서 젊은 

연인들부터 가족 나들이객까지 모여들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역사문화지역의 가로의 변화는 시대의 흔적을 모두 간직

하고 있다. 대상지 일대는 오랜 세월을 지나온 옛 한옥건물과 새로 지어진 세

련된 한옥건물,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던 잔술집과 요즘 인기 있는 신상 카

페와 레스토랑, 공간을 지켜온 오래된 가로수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설치된 

플랜트박스 등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다. 건물과 나무, 도로 같은 물질적

인 것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세대의 공존도 나타난다.

가로가 변화하면서 제도적인 규제도 생겨나게 되고, 물리적인 변화에 따른 

공간 이용의 방식도 변화했다.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여 보행을 방해하고 지역

의 역사자원인 종묘 돌담길을 훼손하던 노상주차장을 없애 보행의 안전을 확

보하고 역사자원도 보존하였지만, 일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게 되는 새로

운 문제가 생겨났다. 이에 상인들은 가게 앞 불법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화

분을 내놓기도 하고 영업용 의자가 아닌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간이 의자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 규제로 인해서 야외테이블과 의자 사용이 금지되고 있

는데, 야외 테이블은 가게 앞의 보도나 차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

가 되거나 소음, 흡연 등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대상지 일대에도 이런 

문제들로 야외영업 제한이 되었고, 영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에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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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치와 철거가 간편한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단속 시간을 피해 평일 밤이

나 주말에 한시적으로 야외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가 생기고 공간도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공간 이용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공

간의 용도를 달리하기도, 형태를 달리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만들

어 나가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보행가로 조성 이후 대상지 내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서의 공간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보고, 공

간의 이용주체인 내부인(상인)과 외부인(방문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여 공간변화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았다. 보행가로 조성 이후 상인들은 변화된 

거리환경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거리의 변화를 몸소 느끼면서 가게 정체성

을 나타내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고, 외부인들에게는 걷기 좋은 길로 알려지

게 되면서 서순라길 일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실질적인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자전거도로, 역사경

관을 위해 사라져버린 가로수와 노포 등과 같은 지역자원에 대한 아쉬움도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이 비교적 최근에 마무리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인터뷰의 대상이 공간 이용주체에만 한정되어 있어 관련 전문가나 

계획주체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

만, 보행가로 조성 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간의 구제척인 변화양상을 파악

하고 변화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공간의 실질적 이용주체인 상인, 주민과 외부

인의 인식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이는 역사문화지

역의 보행가로 조성에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향후 계획에서의 보

완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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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patial change in historical and cultural 
areas through the creation of a pedestrian-oriented 

street
- Focusing on the Seosunla-gil area -

SUK-HYANG,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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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at form the identity of 

the region are scattered, and traces of each era appear everywhere. 

However, the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disappear in a 

uniform and integrated manner based on finance, or the historical identity is 

obscured and recognized as an uncharacteristic area. (Seoul City, 2017) 

Therefore, recently, efforts have been made to find the historicity and 

identity of the city.

On the other hand, in the city, street is a major space for local culture, 

economy, and life, and it can be seen that it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Therefore, it is a place where you can 

experience various experiences beyond just physical functions, and as a 

representative space that has continued to grow and decline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plays a role in connecting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o each other. However, through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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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rban improvement projects, the streets in the city suffered rapid street 

compartment and land consolidation, and as a result, historical traces of the 

city disappeared or residents lost their homes due to rising land prices.

The target site of this study is Seosunra-gil, which has a history of 600 

years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present, but it was cut off from the 

surroundings and rarely visited by people as new roads and buildings were 

built. Accordingly, the area of the target site was maintained as a pedestrian 

street in 2017, and it is called a stone wall road that is good to walk and is 

in the spotlight as a new hot place. However, as issue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exist, appropriate responses 

are required for local preservation.

Against this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numerical topography, plan, status map, and satellite images before and after 

the creation of a pedestrian street, examined the changes in the public and 

private areas, and interviewed insiders (merchant and residents) and outsiders 

(visitors) to deriv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edestrian street.

Changes in space are as follows. There was a change to the street for 

people, such as removing street parking lots and carrying out car-free 

streets, and a landscape green area was created to restore and improve the 

local scenery in the vacant lot at the entrance of Seosunda-gil, and a 

walking plaza was created by introducing facilities such as a plant that 

distinguished roads and sidewalks.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hanok cafes, restaurants, galleries, and workshops, it coexisted with old bars, 

and with outdoor business regulations, merchants temporarily using the space 

in front of the store in a limited space appeared.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derived through interview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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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rs and outsider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chievements were 

re-examination of Jongmyo Stonewall Road after it was built as a pedestrian 

street, pride in the changed street environment, and have a sense of 

ownership, and the limitations were the disappointment of local resources 

such as street trees and old trees that disappeared fo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changes in spac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creation of pedestrian streets, and 

prepares basic data for futur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areas by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merchants, residents, and 

outsiders.

   keywords :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Historical Street,
                Pedestrian Street, Seosunra-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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