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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여유를 가진 계충들은 문화자본을 누리길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최근차별화된소비문화공간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흐름과맞물려 전통적인 것과한옥의 가치가높게 재인식되면 

서 서울 도심의 오래된 한옥군락주거지인 북촌 지역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통적주거지와 더불어 현대적 

상업 화량들이 밀집해왔던 ‘삼챙동길’ 은 최근 빠른 속도로 낡은 전통가옥들이 독특하고 고급스런 상점들로 전환되고 있어 관 

심이 집중되는지역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삼청통길이 가진문화 · 예술시셜이 이 지역의 상업화에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 

였을 것이다.’ 라는 가설 하에， 삼청동길의 장가 형생파정과 장점들의 입지요인， 특성을 밝히고 장업화가 삼청동길에 마친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챙동걸의 장가 형성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전 · 

후의 생격이 판이하게 다른 양장을 보인다.1990년대 까지는 주민들을 위한 근린상업시설이 주를 이루었고 인근 국가기관 직 

장인들을 위한 한식음식점들이 소수 들어셨던 단계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갤러리， 디자이너삽과 수공예품점 위주로 업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상점들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로변 ̂J권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와인바， 고급레 

스토량， 갤러리카페 등 고급요식업종들이 진입하였다. 둘째， 삼청통길에 개점한 장점들의 입지요인은 크게 개점시기， 개점한 

위치，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문화 · 예술 시설의 업지’ 였다. 상업화를 야기한 지 

역 내부요인으로는감사원，총리공관등국가기관의 입지， 1990년대에 삼청동길의 초입인 사간동에 대형 갤러리 및 미술관들 

이 자리 잡음으로써 형성된 ‘문화 · 예술거리’ 의 이미지와，한옥가치의 장숭등이 작용하였고，지역 외부요인으로는 인사동 

장권의 포화 장태와 보도매체에 의한 대중들의 관심중대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삼청동길에는 전통과 모던， 

포스트모던 경관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며， 장점 운영 면에서는 버교적 높은 가격대의 ‘독창성’ 을 강조한 소량의 상품들을 내세 

워 타 지 역의 상점들로부터 구별지으려는 특성이 나타난다. 업주들은 대부분 자본의 여유를 가진 고학력 계충이며 1/3이 북촌 

내부에 거주하고 있다. 장점의 주소벼충은 구매력을 갖춘 2-30대 여성들로서， 이들은 이 거리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를 ‘문화인’ 으로 여기며 대중들로부터 구별짓는 특생을 보인다. 넷째， 현재 이 지역은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전에 벼해 

지가가 크게 상숭하였고， 이로 인해 업종의 교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장과 더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 경쟁 

과열과 지역이미지를 헤치는 이윤추구 등은 상업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낳고 었다. 한편， 2006년부터 주민자치회와 지역 

화랑가，상점들이주체가되어거리문화축제를개최하고있다. ‘문화·예술거리’와 ‘고급스럽고독특한’ 지역이미지를고수 

하기 위해 주민과 장인들이 협력하고 었다는 점은 여타의 상업지역과 벼교했을 때 차별화 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화 • 예술 시설 입지’ 는 삼챙동길 상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업화를 주도한 계충이 고학력의 자 

본가， 예술가 또는 디자인 전공자들이며， 기존의 상업지역과 벼교하여 독특한 소비문화경관과 독창적이고도 고급스러운 장품 

서버스를 내세워 구매자와 방문객의 계충을 상향화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심의 오래된 주거지가 가치상향된 장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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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들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삼챙동걸의 장업화를 도심 챈트리펴체이션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을가농하게 한다. 

주요어:삼청동걸，북촌，가치상향적상업화，챈트리펴채이션，문화· 예술시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formation processes , locatio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Samcheong-dong Street and to grasp the effect of commercialization on the Street, under the hypothesis 

that the cultural and artistic amenities of Samcheong-dong Street have primary influence on its 

commercializ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 a huge difference exists in the formation of stores on Samcheong-dong Street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arly years of 2000. Until 1990s neighborhood commercial facilities for residents took a large p따t ， 

and Korean food restaurants for salarymen of nearby govemment offices only a small part of Samcheong

dong Street’s business. Beginning after the year 2000 , however , a change of type of business occurred 

toward galleries , designer’s shops , and handicraft stores. From the year 2005 on , roadside trading area was 

saturated with burgeoning stores , and high-class restaurants such as wine bars and gallery cafes joined in 

business. 

Secondly, though the location factors of stores in Samcheong-dong Street differ according largely to 

opening-up periods , locations , and types of business , the most significant and common factor is the loc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amenities. Intemally , the commercializing factors are such as the location of national 

institutes , i.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 the image of 

the street of culture and art resulting from situating large galleries and museums in Sagan-dong , the 

entrance of Samcheong-dong Street in 1990s , and the rise in value of Han-ok; extemally , such as the 

saturation of trading area in Insa-dong and the increase of people ’s interest by the mass media. 

Thirdly , the landscapes of tradition , modemity , and postmodemity are superimposed on Samcheong-dong 

Street. A tendency for differentiation from other stores becomes visible in the running of the stores in 

Samcheong-dong Street, selling relatively high-priced products in small quantities , their originality being 

highlighted. Owners of these stores mostly belong to a highly educated and wealthy class , and one third of 

them reside in Book-chon region. The main consuming class of the stores is women of twenties and thirties 

having purchasing power. They consider themselves women of culture by the mere fact of visiting the 

Street and thus di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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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ization of Samcheong-dong Street as a kind of urban gentrification that the leading c1ass of the 

commercialization is híghly educated capítalists , artísts , and designers , that they uptrend the c1ass of buyers 

and visitors through scenes of unique consumption cu1ture and high-c1ass products with originalíty , and that 

thus the old residence site of the cíty is tumed into uptrended commercial facilities. 

Key Words : Samcheong-dong Street , Uptrending Commercialization , Gentrification , Cu1tural and 

Artistic Ameníties.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여유를 가진 계층들은 문화자본을 누리길 더욱 갈 

망하게 되었고， 이에따라최근차별화된소비문화 

공간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전통과한옥의 가치가높게 재인식되면서 서울도 

심의 오래된 한옥군락주거지인 북촌 지역에 급격 

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통적주거지와 

더불어 현대적 상업 화랑들이 밀집해왔던 ‘삼청동 

길’ 은 최근 빠른 속도로 낡은 전통가옥들이 독특 

하고 고급스런 상점들로 전환되고 있어 관심이 집 

중되는지역이다. 

삼청동은 지역의 일부가 북촌의 역사미관지구 

에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있었고， 역사미관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역시 

인근의 청와대와 경복궁 등으로 인해 ‘보안과 문 

화재 보호’ 라는 명목하에 규제를 피할 수 없었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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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상황은오랜 세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안겨주었지만， 역으로 역사적 경관 

이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곳곳에 위치한 갤러리와 미술관， 

박물관은 1990년대 이후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지역자산이다. 

최근 삼청동은 삼청동길을 중심으로 그동안 간 

직해왔던 ‘전통적인 주거지’ 로서의 장소성이 급 

변하고 있다. 미술관， 갤러리 등의 증가와 더불어 

한옥을 개조한 형태의 음식점， 카페， 와인바， 디자 

이너삼 등이 2000년대 이후 차츰 들어서기 시작하 

더니 최근 1-2년을 기점으로 삼청동길 도로변의 주 

거지가 고급 상업시설로 대부분 전환된 현상이 바 

로그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삼청동이 가진 문화 · 예술 시설과 역사적 경 

관이 삼청동길의 상업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것이다’ 라는 가설 하에， 삼청동길의 상가 

형성과정과 상점들의 입지요인을 밝히고 이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며， 상업화가 삼청동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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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연구지역인 삼청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속 

한 동이다. 행정동인 삼청동은 7개의 법정동인 삼 

청동 · 팔판동(八判洞) . 안국동(安國洞) . 소격동 

(昭格洞) . 화동(花洞) . 사간동(司課洞) . 송현동 

(松뼈洞)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삼청동은 조선 시대 한성부 북부 진장방 

(鎭長功) 지역이었다. 1914년 삼청동과 팔판동(八 

判洞) 일부를 합쳐 삼청동이라 하였고， 1936년 동 

명을 일제식으로 개칭하면서 삼청정(三淸메)으로 

바뀌었다. 1943년 구(區)제도가 실시되면서 종로 

구에 편입되었고， 1946년 일제식 동명을 개칭하게 

되면서 다시 삼청동으로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되 

었다. 

삼청동이 속해 있는 북촌지 역은 경복궁과 창덕 

궁 사이， 북악과 응봉을 잇는 산줄기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북측이 높고남측이 낮은지역이기 

때문에 볕이 잘들고배수가잘될뿐아니라남쪽 

으로 남산을 비롯한 좋은 경관을 가진 지 역이었다. 

또한 옛 한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예로부터 

서울의 가장 중요한 주거지로 권문세가들의 주거 

지로 자리매김 해왔다. 아울러 궁궐이 가까운 탓에 

팔도 각지에서 올라온 양반들의 주택들과 육조관 

아에 근무하던 관리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이 

후 전통적인 한옥이 근대적인 도시조직과 결합되 

면서 등장한 ‘도시한옥’ 이 잘 유지되어 있는 지역 

이다]) 

이중에서도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곳은 ‘삼청동 

길’ 로， 이 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38-1번 

지(동십자각)에서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삼청터 

1) 서울시， 2001 ，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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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에 이르는 가로(街路)로 길이 2.9km , 너비 12~ 

35m, 왕복 4차선이다.1966년 11월 26일 서울특별 

시 고시 제1093호에 따라 중앙청에서 삼청공원까 

지 길이 2.lkm , 너비 20~35m의 삼청로로 제정되 

어 1984년 11월 7일 이름을 바꾼 뒤 삼청터널까지 

종점을 연장하였으며 길이 지나는 삼청동에서 유 

래한도로명이다. 

현재 삼청동길에는 갤러리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 관련 업종들이 밀집해 있고 이와 더불어 음식 

점， 카페， 디자이너 상점， 수공예품점 등이 몰려들 

면서 새로이 ‘문화， 예술을 대표핸 지 역’ 으로 떠 

오르고 있다. 또한 삼청동은 ‘북촌’ 이라 불리는 양 

호한한옥주거지역에속해 있는데 이 지역은 2001 

년부터 ‘북촌가꾸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 

재 도로변은 상당히 급격한 속도로 상업화가 이루 

어지고있는지역이다. 

[그림1 ] 연구지역도 



3) 연구방법 및 연구 과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현지답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구체 

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연구지 역을 포함하고 있는 삼청동과 북촌 

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관련 문헌과 제도들을 

고찰하고 지역 내 거주경험 30년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지역이 속해 있는 삼청동 전반의 사 

업체와 문화 · 예술시설을 비롯한 현황에 대해 종 

로구 통계 연보와 관련 기존연구들을 이용하여 자 

료분석을실시하였다. 

셋째， 삼청동길의 상가 형성과정과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기사자료분석과주민， 업주들을대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넷째， 상점들의 입지 요인을 밝히기 위해 현재 

삼청동길에 개점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현지답사 

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대상은 거주경력 30년 이상의 지 

역 주민들과 동사무소 공무원， 삼청동번영회장， 공 

인중개소 대표， 연구지역에 입지한 상점의 엽주들 

이었으며 현지 조사와 섬층인터뷰는 2어6년 12월 

부터 2007년 4월에 걸쳐 수시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2007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 동안， 

연구지역에 해당되는 98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이들 중， 설문을 거부한 20개의 업소를 제외하고 

회수된 총 재부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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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1) 문화 · 예술과 도심 젠트리피케이션 

(1 ) 도심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논의 

연구지역인 삼청동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 

업화 현상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도심의 새로운 변 

화，즉젠트리피케이션의 측면에서 바라볼수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R. Glass(1964)에 의해 이른 

바 “영국 런던의 빅토리안 마굿간과 오두막”으로 

상징되는 저지대지역이 고소득층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일걷는 재활성화의 한 유형이었다. 젠트리 

(gentry)는 영국의 신분제도에서 유래한 말로， 왕 

족에 이어 귀족 다음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둔 상류 

층을 일걷던 말이다. 그 후， 1980년대에 북미 도시 

관련，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과정설명에 사용되었 

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유하고 대체로 젊은 주민 

들이 쇠락한 이너시티로 이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들이 이주함으로써 이 지역은사회 . 

경제 · 환경적으로 상향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서구의 지리학계에서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지리 

적 논의와 토론의 대상이 된 과정이다(Hall ， 1998; 

Smith, 1996). 

중산층 주민들이 이너시티 생활의 분주함에 매 

료되었다기보다는 물리적 쇠락으로 인해 매우 저 

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유한 건축물에 부 

수된 문화적 자본에 이끌렸다는 주장이 있다 

(Finncher, 1992). 그런데 이 러한 관점은 젠트리피 

케이션의 본질， 범위 그리고 영향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은폐한다. 비록 젠트리피케이션이 북미와 

호주의 도시들과 더불어 런던을 제외한 영국 및 유 

럽의 도시들에서 정형화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 

기는 하지만，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다. 젊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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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전문직 종사자뿐 아니라 저렴하고 넓은 작업 

공간을 원하는 예술가(Zukin ， 1988)와 도심의 고 

용기회와 좋은 대중교통에의 접근성을 선호하는 

여성들도 재활성자(gentri죄er)로 확인되었다(D. 

Rose , 1989; Fincher, 1992:107). 지방정부들은 이 

너시티 지역을 재활성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방 

법으로 구공업지역을 일신하여 예술가와 문화산 

업에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촉진시켰다. 잘 알려진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측면은 기존 노동자계급 주 

민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새로운 집단이 공동체공간에 진 

입함으로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기존의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되는 데 따른 사회적 

부조화가 포함되기도 한다(Hall ， 1998). 

@ 유산과 향수의 경관(landscapes of heritage 

and nostalgia) 측면 

과거 도시 경 관의 개 선 (reclamation) , 헥 선 
(renovation) , 재이용(re-use) 등은 대부분의 현대 

도시에서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유산과 

향수의 경관(landscapes of heritage and nostalgia) 

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도시 및 산업사 박물관， 

패키지화 된 많은 경관들의 저속한(kitsch) 역사적 

장식과 가로시설물로 재활용되고 있는 각종 산업 

장비， 상업 · 공업 · 여가 · 주거용 부동산으로 오 

래 된 빌딩이나 지구의 혁신(renovation) , 이너시 

티 재활성자들(inner city gεntr퍼er)의 자발적 혁 신 

등의 새로운 개발형태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관의 규모 또한 아주 작은 역사적 표시나 

디자인의 장식에서부터 도심부 혹은 도심 주변에 

있는 지구 전체의 완벽한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

이러한 역사적 경관의 대중화는문화유산박물 

관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TV 프로그램과 영화， 

문학작품，광고등을비롯하여 여타미디어의 폭발 

적인 증가를 통해 분명해 진다. 

국제적 맥락에서 과거 경관의 현대 도시경관으 

로의 통합도 건축과 도시설계의 포스트모던적 변 

화와 일치한다. 즉 그러한 통합은 절충주의， 지역 

적 특성， 역사적 인용을통한장식 등에 대한포스 

트모던적인 열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역사적 

유산-유명한 과거나 역사적 건축으로 표현되는 도 

시공간을 통해 과거를 명백하게 소유하는 것은 

1980년대， 1990년대 도시공간의 소비자들에게 굉 

장한 매력을 주는 값비싼 상품으로 판명되었다 

(Hall, 1998). 

위에서 설명한물리적 변화가 ‘새로운’ 도시의 

재이미지화에 대한 틀이 될 수는 있지만， 도심재생 

에 필요한 것은 물리적 변화만이 아니다.1980년대 

서구의 많은 도시 중심부에서는 대중문화가 매우 

빈약해졌다. 영국과 북미의 대도시 중심부는 겨우 

업무와쇼핑의 공간만을제공해 줄뿐이었다. 활동 

적인 대중문화생활은 도시공간의 성공적인 재생 

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유럽 도시들은 활발하고 생동감 있는 대중문화 

로 유명하였다. 영국과 북미 도시들에 존재하던 그 

런 대중문화를 위한 문화공간들이 1980년대 초반 

까지 전반적으로 열악한 도시계획의 유산으로 인 

해 평가절하 되었거나， 적어도 대중적 인식에서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해 점유되었다.1980년대 이 

러한 도시들에서 도시 대중문화의 회춘은 도시 중 

심부의 공공공간이 물리적 개선과 도시 중심부의 

접근성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자유스러운 옥외 이 

벤트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지방정부 정책에 의 

해 이루어졌다(Bianchini and Schwengal, 1991). 



@ 축제소DH(Festival retailing)의 측먼 

도심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소매 중심지였다. 

1980년대에 소매업이 탈중심지화의 경향을 보이 

긴 했지만 도심 소매경관의 일정부분은 축제구매 

환경 (festival shopping environment)의 확산을 통 

해 1980년대에 다시 부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영 

국의 스펙터클한 도심 재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있다. 

축제구매는 기본적으로 주체화된 환경 내 수준 

높은 구매 혹은 1980년대 에 과거 잉 여공간의 물리 

적 복원과 소비를 통한 아이멘티티의 형성이라고 

하는 도시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향이 충 

돌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축제소 

매는 아이멘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타성을 

강조하는 소비로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 

다.1980년대 소매업의 붐은 부분적으로 가처분 소 

득의 급격한 상승과 이 기간 동안 젊고 부유한 중 

간계급들의 개인신용 활용 가능성에 의해 촉진되 

었다. 

소비가 관련된 문화적 변화에서 소비는 단순히 

필요에 대한 기능적인 충족뿐만 아니라 하나의 권 

리로서 중요한 여가활동이 되었다. 따라서 소비환 

경이 배타적 분위기를 띠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중 

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적 인용와혼성모방을 

채택한 장식적이며 포스트모던한 디자인을 통해 

서 , 쇼핑몰의 테마화를 통해서 , 그리고 문화자본이 

역사적 관련성 또는 수변입지에 있는 건물들의 이 

용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 

발은 레스토랑과 와인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축제소매는 시간과 공간의 소비가 디자이너가 만 

든 상품의 소비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곳에서 

의 행위이다(Haπey ， 1989a).ν 

地理學論홉홉 제50호 (2007. 9) 

(2)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 · 예술의 관계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도시 재활성화 및 젠 

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아티스트 및 미술관의 역 

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예술 작품 

과 문화 소비자를 매개하는 상업 화랑들의 입지패 

턴과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 대도시의 도심 재개발 및 젠 

트리피케이션과정과문화소비 공간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Butler ， 1999; 

Hamnett, 2003; Lees. 200; Ley, 2003; Smith, 1996; 

Zukin, 1991). 

삼청동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러한 현상은 

Zukin(1989)의 「로프트 생활: 문화와 자본에 의한 

도시 변화 Loft Living: Culture and Capital in 

Urban ChangeJ라는 연구에서 밝힌， 뉴욕 소호의 

공간적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Zukin은구산업시대의 건축적 유산들이 버려진 채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던 뉴욕 맨하탄의 소호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고급 소비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1960 

년대 초에 이 버 려진 구산업지구에 싼 집세와 넓은 

공간을 찾아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보존 

주의자들에 의해 이 건축물들의 철거가 취소되면 

서 예술가들의 급격한 이주가 시작되었다(김명옥， 

2003). 이 지역은점차흥미로운관광지역이 되었 

고， 갤러리나 전문점의 개장이 장려되었으며， 첨단 

의 세련미를갖춘지역으로변화했다. 여기에부동 

산 개발업자들의 투자， 뉴욕 시의회의 지 역 활성화 

정책 등이 부가 되면서 주택과 상점의 젠트리피케 

이션이 진행되었고 높아진 임대료를 이기지 못한 

예술가와 화랑，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김 

왕배 . 박세훈 역’ 1993; 107). 

2) Hall. T, 유환종 외 역， 1999 ， W현대도시의 변화와 정책~ , 서울:푸른길， 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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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kinol 소호지역의 재개발 과정을 보는 관점 

은， 지대격차 같은 경제적 요인(즉 자본의 요구)에 

의한 부동산 개발로 도시공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 에， 문화적 요인의 역할을 추가하고 또 

강조한 것이다. 즉 지대격차이론은 전위적 문화가 

지역에 들어가 문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도심재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 요 

건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왕배， 박세훈 

역， 1993; 110). 

김학희(2006)는 뉴욕과 런던 등지에서 볼 수 있 

는 위와 같은 예술가 거주지 역의 변천 과정을 통해 

갤러리 입지 변동주기론을설명하였다. 저렴한집 

세는젊고창의성이 풍부한 예술가가자신만의 공 

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 

다. 낡은 창고와 작은 공장， 다용도의 낡은 가옥 등 

은 예술가들에게 활기찬 실험과 인큐베이션 지대 

(incubation zone)를 제공한다. 그러나 젠트리피케 

이션이 진행되면 문화공간의 개척자인 예술가들 

및 초기 정착민들은 높은 지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 

대료가 싸고 생활이 불편한 새로운 지구로 이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론이다. 

이러한 입지 주기론은국내의 대표적인 전통문 

화가인 인사동에 최근 몇 년간 식당， 잣집， 아트숍 

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영세한 갤러리나 패션 

숍 등이 삼청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 적응 

시켜 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또한， 1990년 

대 초반만 해도 40여개의 갤러리가 밀집하였으나 

지금은 명품매장이나 성형외과， 웨딩삼으로 대체 

된청담동의 사례 역시 이러한가설을뒷받침 한다 

(김학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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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청동길의 상가 형성 과정과 입 
지요인 

1) 삼청동길의 상가 형성 과정 

비록 그 역사적 배경이 유구하지만， ‘삼청동길’ 

이라는 가로는 해방 이후 대도시 서울의 형성과정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도 서울은 단순한 정치 

. 행정 · 경제적 도시의 개념뿐만 아니라 지배구 

조의 역학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장두식， 

2000). 권력의 위계에 따라 분할되었던 서울의 공 

간 계층은 군사주의 정권 시절 더욱 공고해졌다. 

삼청동은 청와대와 총리공관， 감사원이 자리잡은 

권력의 공간이었으며 삼청동길은 삼청각， 대원각 

등의 고급 요정과 통하는 길이자， 삼청터널 너머 

성북동의 대사관저들과 소통하는 통로였다. 

또한 현재는 폴란드 대사관이 들어섰지만 

1970-80년대， 서양의 영화를 유일하게 접할 수 있 

었던 프랑스 문화원이 이 길의 초입에 자리 잡고 

있었다. 프랑스 예술 영화를 검열 없이 볼 수 있었 

던 까닭에 이 지역은 당시 문화에 목말라 하던 젊 

은이들사이에서 큰사랑을받아왔다. 

이 러한 요소들은 삼청동만의 독특한 문화적 분 

위기를 형성하였고， 훗날 이곳에 상업화랑들이 자 

리 잡게 되는과정에도 영향을주었음을 알수 있 

다. 

(1 ) 한정적 수요자를 위한 음식점 형성 

: 1970 - 1990년대 

중학천이 복개되어 삼청동길이 되고， 삼청터널 

이 개통되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통행인구가드 

문 도심의 주거지역이었다. 복개 이후로 주민들을 

위한 세탁소， 슈퍼마켓， 쌀집 등 근린편의시설들이 



가로변에 들어서긴 했지만， 상가보다는 주거용 가 

옥이 이 가로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 

던 이 지역에 외부인의 접근이 시작된 것은 1971 

년， 감사원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74년에 국무총리공관이 4 ，300여평의 부지를 

차지하며 들어서고， 1979년 금융연수원이 신축되 

었다. 또한 1994년에는 교육과정평가원까지 청담 

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은 넓지 않은 

지역 임에도불구하고굵직굵직한국가기관들이 4 

개나밀집하게 된다. 

또한 삼청터널 개통이후， 차량의 통행이 잦아지 

면서 이곳에는 한정적이나마 주민 이외의 수요자 

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차 

츰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인터뷰와 

기사에서 확인할수있듯이 음식점의 메뉴는한식 

위주의 서민음식이 대부분을차지한다. 

(2) 대형 갤러리들의 입지 : 1990년대 중반 

삼청동길 내부에서 음식점들이 형성되는 것과 

는 별개로 삼청동길의 바깥， 사간동 일대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현재 삼청동길을 비롯한 북촌 곳곳에는 크고 작 

은 갤러리와 미술관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의 

시초가 바로 삼청동길의 초입이자 삼청동의 7개 

법정동중하나인사간동일대에 밀집한대형 갤러 

리들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1970년 관훈동에 개관한 최초의 상업 

화랑인 ‘현대화랑’ 이 1975년 사간동 122번지로 이 

전하면서 화랑가 형성의 시초를 열었고， 이것이 

1987년 갤러리 현대로 전환되어 1995년 현재의 위 

치(사간동 80번지)에 신축되었다. 금호재단에서 

1989년 관훈동에 설립한 금호 미술관은 1996년에 

현재의 위치로 신축 입지했다. 국제갤러리는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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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인사동에 개관， 1991년 소격동(소격동 59-1번지) 

으로 이전하였고 1997년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을 

증축하면서 업종을 다양화시켰다. 특히 이 건물 지 

붕의 청바지 입은 여인 조각상은 삼청동길 초입의 

대표적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내로라얀 굵직한 대형 갤 

러리들의 사간동 입지는 이곳이 ‘미술관 거리’ 

‘갤러리 거리’라고불리게 된발판을마련한것이 

었다. 이들의 입지 이후로 현재까지 삼청동 일대와 

북촌 전역에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점차 그 수를 늘 

려가고있는추세이다 

(3) 본격적인 상가 형성 : 2000년대 초반 

삼청동길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가가 형성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보여진다. 

2000년대서부터 한샤람 두샤람 들어와서 상가 

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 처음엔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갤러리를 하는지， 카페를 하는지 주민 

들은도통 모르는 상태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론데 

서 정보를 얻었는지 여기에 문화거리가 조성될 거 

라는걸 주민들보다 먼저 알았던거야 그런 사람들 

이 잡을 한 채 두채 구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에그냥 온통소문이 확 냈지. 

-이건선 삼청동번영회장(60대， 남)-

이 시기에 형성된 상점들은 사간동 갤러리 거리 

에 영향을 받아 삼청동길 안쪽으로 진출한 갤러리 

들과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조용하고， 한편으로는 

임대료가 싼 작업공간에 매력을 느낀 수공예품점， 

디자이너 의류 삽 등이 대부분이다. 



문화 · 예술시설 입지에 기반한 서울시 삼정동길의 가치상향적 상업화 

(4) 상업화의 가속화: 2000년대 중반 - 현재 

현재 삼청동길 가로에 면한 건물들은 주거용으 

로 남아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점가로 

전환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곳이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타게 된 기점은 2005년 무렵 

임을알수있었다. 

이 동네에 이런 음식점이냐 카페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아진건 길어봤자 2-3년이에요.5년 전만 

해도 여긴 택시도 안 들어왔어. 서울 안에 시골도 

이런 시골동네가 있을 숭 없었다니까. 그냥 여기 

길 가엔 잡들 있고， 세탁소， 이빌F소， 쌀잡 이런 거 

있고 서.료 얼굴 아는 주민들끼리 잡안에 서깐들이 

뭐 있는지 까지 알아가면서 지내던 동네었는데 눈 

깜짝할 샤이에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런 세탁소， 

짤잡 이런게요즘은 다 카페 되고， 갤러리 되고. 

-이중현， 북촌 공인중개소 대표， 

(40대 남， 삼청동거주 30년')-

이 시기부터는 그동안 갤러리와 의상실， 액세서 

리 삼 등으로 대표되던 이 지 역의 업종들이 다양하 

게 세분화된다. 음식점의 경우 기존에 형성된 것들 

이 한식 위주였던 반면， 파스타전문점， 스테이크전 

문점 등의 서양음식， 퓨전중국요리， 일식전문점 등 

이 들어섬으로써 다양화 되고 이 밖에도 갤러리와 

카페를 접목시킨 갤러리 카페， 북 카페， 와인바 등 

이 앞 다투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화 없이 1-2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7 

개의 상점이 문을 열어 갑자기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변화의 폭이 가장 큰 것은 2005년 

과 2006년으로 2005년에는 167R ， 2006년에는 18개 

의 상점이 각각 개점하면서 삼청동길의 급격한 상 

업화를주도했다. 이것은앞절에서 언급하였던상 

업화의 가속화 기점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표1) 삼정동길에 개점한 상점 수 

(2007년 4월 기준) 

(단위 : 개) 

엉홈 싫쩔수 철훌환짧짧촬젊수 
음식점(카페，와인바 포함) 55 45 
갤러리 및 박물관 15 10 
의류 및 신발소매점 13 10 
앤틱가구점 5 5 
액세서리삼 5 4 
고o 바 。 2 2 
슈퍼마켓 2 
고~{l 

합계 98 78 

자료:설문조사 

져 

센s 

[그림 1] 연도 별 업체 수(누적) 

공존’ 이라는지역 이미지를세간에 확대시켜왔다표 2)는 현재 삼청동길에 입지하고 있는 상점 

들이 개점한 시기를 업종별로 조사한 것이다. 설문 

2) 삼청동길의 상점 입지 현황 에 응답한 78개의 상점들 중에 2000년 이전에 개 

점한 상점은 117R 이며， 업종은 음식점이 8개로 가 

(1 ) 삼정동길의 상점 입지 현황 장 많았다.90년대에 들어서는 7개의 음식점이 개 

해마다 개점하는 업체 수가 2001년 까지는 큰 변 점하였고 그 외에 액세서리삼 슈퍼 등이 각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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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씩 분을 열었다. 아직까지는 지역의 상권이 크 

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이 지역의 상점 수와 업종 

은 큰 변화를 보이는데)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에 13개의 음식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업종도 좀 

더 다양해졌다. 삼청동길의 초입인 사간동 지역에 

주로 형성되었던 갤러리들이 연구지역인 삼청동 

길 안쪽으로도 확산되어 3개의 갤러리가 문을 열 

었고， 앤틱가구점， 의류소매점， 카페， 와인바 등의 

새로운 업종들이 등장했다. 

2005년부터 조사시점인 2007년 4월까지에 해당 

하는약 2년반정도의 기간에는총 40개의 상점이 

문을 열어 이 지역의 상업화가본격적으로가속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에는 음식점의 개점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던 것 

에 비해， 이 시기에는 음식점 보다는 갤러리와 카 

페， 의류 소매점 등이 골고루 입지하였다는 것이 

특정이다. 

〈표 2) 업종 별 개점시기 

(단우1: 개) 

，.~훌ÁI71 
쩔훌 

*해97쳤훌 , *vg1ggg웠훌 ~ T$1ggg웠91，;;，c 짧Z8O0Q4 , 2v2양ggO$? 
헌척| 

갤러리 3 6 9 
공방 2 
귀금속 

꽃집 

박물관 
슈퍼 1 
신발소매점 2 2 
액세서리삽 3 
앤틱가구점 2 2 4 
와인바 2 5 7 
으口시 「처 n 7 13 5 26 
의류소매점 2 6 8 
인테리어삽 
카페 2 9 12 
전체 9 27 40 78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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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의 용도 변경과 소유 형태 현황 

연구지역이 포함된 북촌은 대대로 주거지역이 

었으며 한옥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1990년대 중 

반 이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축건물의 수량이 증 

가하였고， 한옥의 용도변경 또한 증가하였다 2어0 

년의 경우북촌지역 전체에서 상가로용도가변경 

된 한옥은 %채였으나 2005년에는 56채로 증가하 

였다. 이것은 삼청동길에 들어선 상점들의 증가 시 

기와 맞물리는 결과이다. [그림 2]의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실제로 현재 삼청동길에 입지하고 있 

는 상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의 상점이 

개점 이전 한옥주거지였으며) 14%가 양옥주거지 

였음이 밝혀져 총 38%가 주거지에서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개점 이전 타 업종 업소의 경우에도 인터뷰 

를 통해 알아본 결과 세탁소， 이발소， 슈퍼마켓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근런상업시설로 이용되 

던상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나타났다. 

건물의 소유 형태에 관한조사 결과I그림 3]로는 

윌세가 620/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이 지 역의 

상권이 임대료 상승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 

라는예상을할수있다. 

d설 흔 

11 
τ4ι; 

[그림 2] 개접(개관) 이전의 건물용도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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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물의 소유 형태 
자료:설문조사 

3) 삼청동길의 상점 입지 요인 

(1 ) 업주들이 삼청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업주들이 삼청동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2000 

년 이후부터가 그 이전에 비해 월등히 많다. 현재 

삼청동길에 개점한 업주들은 삼청동에 원래부터 

거주해오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00년 

이후부터 이 지역에관심을가지게 되었으며 그계 

기는 1v나 신문 둥의 보도 매체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얻게 된 삼청동에 대한 인상은 ‘문화-예 

술의거리’ 와 ‘전통적주거지’ 라는것이다.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북촌가꾸기’ 사업 

을추진해왔고， 이것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북촌 이 

라는지역에 관심을가지게 되었으며，그와더불어 

북촌에포함되어 있는삼청동 역시 이 시기에 맞물 

려 ‘한옥의 정취와 갤러리의 거리’ 라는 이미지로 

매체의보도에자주등장하게 된것이 영향을미쳤 

다는사실을알수있다. 

(2) 삼정동길에 상점이 입지한 요인 

삼청동길에 상점이 입지하는 것에 영향을 준 요 

인들을 1순위 에서 3순위 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입지요인의 1순위로 33명의 업주(42.3%)들이 ‘문 

화 · 예술시설의 입지’ 를 꼽았고， 그 뒤를 이은 것 

이 ‘총리공관， 감사원 등의 국가기관의 입지’ (16 

명， 20.5%)였다.2순위로는 여전히 ‘문화 · 예술시 

설의 입지’ 가 우세하였고， 그 외에도 ‘관련 업소 

(동종 업종)들이 밀집’ 해 있다는 것이 영향을 주었 

음이 확인되었다.3순위에서는 ‘한옥 밀집 지역’ 

이라는 것과 ‘주변 인사동이 지나치게 상업화로 

개발 포화상태’ 가 되었다는 것이 영향을 준 요인 

으로 꼽혔다.9개의 요인 중에 ‘문화 · 예술시설의 

입지’ 가 40% 이상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삼청동길의 상업화를 이끈 가장 큰 요인임을 말해 

주는것이다. 

〈표 3) 삼정동에 대한 업주들의 관심시기와 당시 얻은 인상 
단위 : 명 

업주의 관심시기 
업주들이 얻게 된 삼청동에 대한 인상 

전체 
찮훌훌쩍 경휴까1]，;1 훌훌훌·헬훌씩 쳐협 국가기관인근지역 기타 

1979년 이전 6 2 8 
1980-1989년 2 3 5 

1990-1999년 4 4 2 10 

2000-2004년 13 18 5 l 37 
2005-2007년 5 12 1 18 

전체 30 37 9 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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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지 요인들은 삼청동길 안에서도 공간 

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 기점이 되는 곳이 총리 

공관이다. 총리공관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국가 

기관의 입지’ 를 1순위로 택한 업소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I그림 4]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리 

공관의 북쪽으로는 금융연수원， 감사원， 교육과정 

평가원 등이 있으므로 이들은 고정된 수요층이 있 

는 국가기관의 인근이라는 것을 입지 시에 중요하 

게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총리공관의 남쪽으로는 ‘문화 · 예술시설의 입 

지’ 를 입지요인의 1순위로 고려한 상점이 상대적 

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이 지 역은 90년대부터 사간 

동에 자리잡은 대형 미술관들과 갤러리들이 최근 

들어 북진해 오고 있는지역이므로， 이러한사실들 

이 미술관련 업종 외의 상점들01 개점하는 것에도 

영향을미치고 있음을알수 있다 이와더불어 이 

부근에는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상점이 증가하였 

기 때문에 관련업종 (동종업종)의 밀집 에 영향을 

받은 상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地理學論輩 저150호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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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점 위치에 따른 입지요인 1순위 
자료:설문조사 

〈표 4> 삼정동길에 입지하게 된 요인 
단위 : 명(%) 

합 계(%) 78 (100) 78 (100) 78 (100) 2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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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청동길의 상업화 요인 분석 

(1 ) ‘문화 · 예술’로 부각되는 지역 이미지 

삼청동의 7개 법정동중에 포함된사간동과소 

격동에는 미술관， 박물관 등이 밀집해 있어 ‘갤러 

리 거리’ 라 칭해진다. 삼청동을 중심으로 한 북 

촌 일대에는 미술관과 갤러리， 화랑 등이 많이 분 

포해있다. 이들은 동십자각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길까지 , 삼청동의 법정동 가운데 하나인 사간동 지 

역에 많이 밀집해 있는데， 때문에 이 길은 ‘사간동 

미술관 거리’ 혹은 ‘사간동 갤러리 거리’ 라고 칭 

해지고있다 

이렇듯 사간동은 사람들이 삼청동에서 기대하 

는 ‘문화공간’을가장 먼저 뿌리내린근원이며 사 

간동에서 형성된 갤러리들이 점차 삼청동길 안쪽 

까지 확산되면서 현재는 삼청동 전역에 걸쳐 문화 

· 예술시설들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 예술시설들의 밀집은 창조적 생산을 행하 

는 디자이너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종류의 

소품과 의상을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의 디자이너 

삼들을개점하게 하였다. 이렇게 미술과및 갤러리 

들이 사간동을 기점으로 삼청동 일대에 밀집하게 

된 것은 미술시장이 가진 특별한 입지이유에서다. 

결랙터들은 날을 잡아서 시장에서 나오면 한 번 

에 다 둘러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가까운곳에서로 밀잡해있다는것 

은중요한요인이죠. 특히 인사동과샤간동은갤러 

리들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인사동이 대관 위주의 

갤러리들이라면， 샤간동은 기획 · 초대전 위주이 

고 삼청동길에 압지한화랑들은 이 둘의 성격이 적 

3) 최창한 · 서의택(역)， 1986，도시 환경의 미， 명보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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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조화되어있다고볼수있어요. 

-영 갤러리 큐레이터(20대， 여')-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다른 기능의 건축물들 

에 비해 외형적인아름다움을소홀히하지 않는경 

향이 있다. 그리하여 도시의 환경미에 기여하거나， 

‘문화예술적’ 이라는 독특한 분위기의 경관을 연 

출하게 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있어 사람들에게 

미적인 즐거움 내지는 활력소를 제공하게 된다 

(Lawrence, 1986). 시 

(2) 지역의 한옥에 대한 재인식 
삼청동이 지금처럼 주목을 받게 된 것에서 북 

촌한옥마을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수 없다. 사회적 

으로 북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 중요성이 부 

각됨에 따라북촌에 포함되어 있는삼청동 역시 조 

명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촌은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 도시형 한옥마을에 대한 각종 규 

제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과 불편이 끊이지 않던 지 

역에서 현재는 사람들의 향수를 일깨우고， 고즈넉 

한 분위기의 한옥마을 골목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로여겨지고있다. 

북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북촌가꾸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주민 

들은 북촌거주에 대한 가능성과 자긍심을 갖게 되 

었고， 언론을 통해 북촌의 변화 과정이 보도됨에 

따라 그동안 북촌의 한옥 멸실을 우려하던 사람들， 

난개발에 우려를 표하며 보존을 강조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촌의 가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일반인들도 북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2005) 



(3) 국가권력기관의 밀집 

현재의 삼청동에는 갤러리와 카페， 서양음식점 

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언급하면 떠오르던 이미지는 ‘청와대’와 

‘총리공간’ 그리고 ‘감사원’ 등 굵직굵직한 국가 

권력기관들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금융연수원 및 

교육과정평가원등이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화이 

트칼라 직장인들의 밀집지역이 되었고， 이들을 수 

요 타켓으로 삼은 음식점들이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음식점들의 대부분은 서민적인 한 

식음식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삼청동길을 

통해 성북동의 대사관저까지 이동하는 각국의 대 

사들， 청와대나 총리공관의 고위공무원들의 수요 

에 맞춘 고급 음식점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역시 

이 지역에자리잡았다. 

결론적으로 국가권력기관의 밀집은 현재 삼청 

동길에서 나타나는 상업화 현상에 있어서 전체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권력기 

관아래의 통제와상위계층특유의 분위기를자아 

내게 하였으며， 기관의 직장인들을 위한 초기의 한 

식 음식점들은 삼청동의 음식문화를 형성하는 기 

반이 되었다. 

(4) 인사동 상권의 포화 

현재 대중들에게 ‘전통문화의 거리’로 인식되 

고 있는 인사동길은 지역의 형성과정에 있어 삼청 

동길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인사동 일대는 

역사적으로 조선조 초에 한성부가 건설되면서 세 

워진 궁궐과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능과 

육의전 · 이현 일대의 상업기능 주변에 위치하여 

주로 중인과 상류계층이 살았던 주거지역이었다 

地理學論흙 저150호 (2007.9) 

조선시대 말부터 인사동길변에 입지하기 시작한 

점포들은 일제시대에 인접한 주요 시설과 주거지 

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 

작한다. 이러한점포들중에는일본인에 의해 경영 

되던 몇 개의 골동품상들이 있었으며， 이것이 오늘 

날 인사동이 고미술의 거리로 불리우게 한 근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후 고미술점 뿐 아니라 화랑， 

표구사， 필방， 지업사 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속 

속 입지함으로써 인사동은 현재의 모습에 이른다. 

또한 1960년대와 70년대 이후， 주변에 인접한 주 

요국가기관과대기업 본사등의 영향으로한정식 

집， 대중음식점이 인사동 내부의 골목길을따라 늘 

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용도 측면에서 점차 

전통과 문화 관련 용도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도 

심재개발사업， 지하철 안국역 개통 등으로 지역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그 가운데 인사동길 양 

측이 전통 · 문화의 거리로 지정(1985)되었으며， 

1997년부터 차없는 거리 행사가 시작되면서 인사 

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문희 

정， 1998) 

그러나 인사동에 시행된 관 주도의 장소마케팅 

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기에 결과적으로는 인사동의 고유한 업 

종이었던 골동품상이나 화랑， 필방 등의 문화업종 

보다잣집，읍식점 등의 소비성 업종들이 활성화되 

었고 국적 불명의 장신구나 각종 먹거리， 사주 관 

상 등을 봐주는 노점들의 증가가 촉발되었다. 때문 

에 ‘차 없는 거리’ 를 지정한 인사동의 장소마케팅 

은지역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파급효과를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 

4) 시민교통환경센터， 1997 ， 인사동거리 활성화방향과과제에 대한조사연구， p.19; 위의 논문， p.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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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1998; 성주인，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 

제안에 의하면 청계천 복원과 함께 7개 권역의 문 

화광관벨트를 선정하고 있으며， 경복궁， 인사동 

북촌의 3개 지점을 연결하는 권역을 북촌문화벨트 

로 지정하여 주요가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 

안을중점으로다루게 되었고， 인사동öl 이마 개발 

포화된 상태 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업주들은 거 

리상으로도 가깝고 ‘한옥’ 이라는 매개로 인해 기 

존에 인사동에서 추구하던 전통의 이미지에도 부 

합하는 삼청동을 선택하게 된 것이 현재의 삼청동 

길 상업화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5) 보도와 인터넷에 의한 일반인들의 관심 증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삼청동’ 혹은 ‘북촌’ 을 

토픽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 

다가 2000년대 들어서 북촌한옥마을에 대한 사회 

의 관심과 더불어 떠오른 것이 ‘전통과 현대 , 문화 

와 먹거리가공존하는삼청동’ 이었다. 이러한보 

도의 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때 만해 

도 동십자각에서 청와대 앞길까지 이르는 사간동 

갤러리 거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삼청동의 

음식점에 대해 다루는범위도 ‘수제비，한정식，한 

방잣집’ 등 소수에 그쳤다. 

2003년 들어서면서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삼청 

동의 ‘와인바’ 에 대해 다루기 시작한다'i) 여기에 

서는 삼청동에 와인을 마시려고 사람들이 찾아오 

는 이유가 ‘복잡한 도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리고 ‘우리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공간과 와인의 

조합은 걸작’ 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2004년에는 삼청동이 ‘패션의 거리’ 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에 등장한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 이색 패션명소로 떠오르 

고 있다. 선재아트센터를 기점으로 소격동에서 삼 

청동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s자형 거리. 허름한 수 

제비집과 고물가게， 세탁소와 등을 맞댄 낮은 한옥 

들 사이로 패션전문점들이 하냐 둘 빼꼼이 고개를 

내믿기 시작하더니 불과 1 ，2년새 거리를 형성했다. 

-한국일보， 2004년 1원 30일;<f-

이 기사는삼청동패션거리의 형성은개발포화 

상태 인 인사동 문화벨트가 하나둘 북진하면서 생 

긴 것으로 ‘고즈넉한 전통문화와 고집스러운 쟁이 

정신이 만나는공간’ 이라고분석했다. 

2004년부터 ‘삼청동길’ 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 

여 보도되었다. 다양한 먹거리’ , ‘강북의 강남’ , 

‘상업화 된 인사동의 대안공간’ , ‘창의적 디자인 

소품이 가득한 거리’ 등등 삼청동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 2006년 

부터는 ‘골드미스의 거리’ ω라는 명칭으로 삼청동 

길을 방문하는 주체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였다. 

결국 구매력을 지닌 젊은 여성들이 대학생들과 

‘구분 짓기’ 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삼청동이라 

고 바라보았다. 이 렇게 다양한 각도로 삼청동에 대 

해 비추고 있지만 결국 모든 기사에서 하나로 모아 

지는 것은 이 장소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 

화의 거 리’ 라는 것이다. 

매체에서 한결같이 입을 모아 전달하는 ‘전통 

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이라는 삼청동의 이미지 

는 대도시의 일상에 지친 대중들에게 강하게 어필 

5) “삼청동 한옥 숲 사이로 와인향이 흐른다” 한국일보， 2003년 7월 11 일자. 
6) “삼청동 거 리 엔 파리 뒷골목 정취가 흐른다 ” 동아일보，2006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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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총리공관 남쪽(좌)， 총리공관 앞(가운데)， 총리공관 북쪽(우)의 경관 

되었고， 업주들에게도 삼청동길에 개점하고자 하 

는 동기를 제공해주게 되었다. 

또한 인터 넷 소모임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삼청동 

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의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 

중들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게 되었고， 그것은 삼 

청동길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4. 삼청동길 상점들의 특성 

1) 경관의 특성 

(1 ) 전통과 모던， 포스트모던 경관의 공존 

삼청동길에는 전통과 모던(modern) ， 포스트모 

던(post-modern)에 이르는 경관들이 중첩되어 나 

타난다. 이것은 특히， 유사한 프로세스를 통해 주 

거지에서 상업시설로 전환되어 현재 이 지역과 비 

교되고있는서울강남의 청담동과신사동가로수 

길 등으로부터 삼청동길을 차별화시키는 대표적 

인특성이다. 

‘전통가옥군의 보존’ 과 ‘국가권력 최중심부의 

보안’ 이라는 명목하에 최근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온 이 지역의 역사는 삼청동길이 시대의 흔적이 누 

적된경관을형성할수있었던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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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1920-30년대에 걸쳐 이 지역에 형성 

된 도시형 한옥과 1970년-90년대에 만들어진 근대 

적 형식의 빌딩이나 양옥，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에 생겨난 개성있고 독창적인 외관의 건물들이 중 

첩되어，시대적 흐름과서울의 경관변화를한눈에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삼청동이 가지는 특별함은 

바로， 이 러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 

라는 것이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우리 사회가 성 

숙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역사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고， 역사를 간직한 장소를 찾아 학 

술목적의 답사를나오거나，사진촬영등의 취미생 

활을즐기러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기호를가 

장 충족시켜주는 곳이 바로 이 지 역이다. 

(2) 총리공관을 기준으로 양분되는 경관 

삼청동길에서 보여지는 중첩된 경관들은 연구 

지역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총리공관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의 경관이 다르게 나타난다. 총리공관 

북쪽으로는 양옥을 개조하거나 빌딩 형태의 건물 

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리공관 남쪽으 

로는 한옥을 개조한 형 태의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앞장의 입지 요인에서도 확인했지만， 총리공관 

을 기준으로 북쪽은 감사원， 금융연수원 등 국가기 

관이 일찍부터 입지했기에 비교적 초기에 직장인 

들을 겨냥한 상점들이 들어섰고 이들은， 건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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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합리적이고기능적인 것을추구하며 동시에 건 

축과 계획에 있어 장식의 배제， 개인적 디자인의 

배제(Haπey ， 1994)라는 특성을 지닌 모더니즘 건 

축물들이기 때문인 반면， 남쪽은 최근까지 주거지 

역의 성격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기능이 외 

관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심미적 요인을 중요시 여 

겨 외관만으로 기능을 파악할 수 없는 포스트모더 

니즘(Harvey ， 1994)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 

로보인다. 

2) 상점 운영의 특성 

경관에서 드러나는 독특함만큼이나 삼청동길 

의 상점들은 업종과 운영면에서도 차별화를 시도 

한다. 예를 들자면， ‘한옥’ 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채우는 내용물은 전통과 상충 

되는 것들로 운영하는 상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다. 비율로 살폈을 때， 한옥을 개조한 상점이 양 

옥을 개조한 경우보다는 적지만 업종을 살펴보면 

와인바， 의류소매점， 서양음식점， 카페， 갤러리， 장 

난감 박물관 등 ‘전통적’ 인 것과 상충 되는 업종들 

이다. 이 점은 비슷한 프로세스로 상업화를 겪었지 

만한식이나전통잣집 위주로구성된 인사동의 경 

우와 매우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곳 상점들의 특정은 ‘한 가지 사물에 한 

가지의 정확한 표현이 있다’ 는 플로베르의 일물일 

어설에 비견될 정도다') 즉， ‘하나의 사이즈에， 한 

가지 색상， 한 가지 디자인’ 으로 나온 제품들을 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이 물건을 떼다 파는 

형식이 아니라， 이 분야를 전공한 업주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자체 염색 , 제작한 제품들이다. 

7) 주간한국， 2005년， 6월 1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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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독창성’ 과 ‘자존심’ 을 바탕으로 

한 운영방식이 이 지역을 여타의 상업지역으로부 

터 차별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아래의 기사는 이러한 삼청동길 상점들의 특성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이다. 

삼청동은 3무(無)’ 동네라고 불린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네온사인이 없다는 뜻이다. 

“편의점이요P 한때 있었지요. 그런데 장샤가 안 돼 

결국 나갔어요. 대신 동네 구멍가게가 꽉 잡고 있 

죠. 프랜차이즈는 도심에 널려 있는데 굳이 여기에 

까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삼청동 월전미 

줄관 유영석 학예연구원) 

-동아일보， 2006년 12월 16일자 중 발궤-

3) 업주들의 특성 

위에서 확인한 상점들의 운영 특성은 업주들의 

인적 사항 및 특성들과 멜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닌 

다. 업주들의 성별은 남 · 여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 

만 여성이 좀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 

층은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그 중 30대와 40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주 

들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66%로 가장 많고 대학원 

이상도 1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3/4 이상의 업주 

들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다. 업주 

들은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1/3 

이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북촌에 거주하는 이들 중， 상점 개전 

이전부터 북촌내에 거주해 왔던 경우보다작업실 

을 구하거나 상점을 얻다 보니 북촌이 마음에 들어 



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이 문화적 가치인상 

( valorization)의 과정에서 결정적 토대가 된다고 

했던 Zukin(1991)의 주장이 위와 같은 해석을 뒷 

받침해준다. 이들은 그 지역 사회의 역사성에 대한 

예술가， 집행자 그리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 

시에 박물관 전문가， 기업적인 예술품 수집가를 위 

한 고문， 아트 갤러리(주류 혹은 비주류의)의 상임 

직원 그리고 독자적 관리자들이기도 한 것이다. 이 

들은 그 지 역의 식당 주인이기도 하고 주방장 역할 

도하며 웨이터 노릇을하기도하면서， 일반독자 

들01 아주주의갚게 읽는 식당비평에 관한글을쓰 

기도 한다 도시의 결정적 토대가 서비스업 종사자 

들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계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활동은 포스 

트모더니티 도시의 생산체계가 구성되는 것을 도 

와주는 하나의 문화적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다 

(Sahlins, 1976) H) 

地理學論홉홈 제50호 (2007.9) 

이곳으로 이주했다는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하지 

하고 있음이 인터뷰결과 밝혀졌다. 

이곳에 원래부터 살았던 건 아닌데， 상점을개점 

하면서 디자인 한 작품을 묘F드는 작업질이 필요하 

다보니， 작업실을 옮기면서 거주지도 옮기게 되었 

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한옥의 정취도 있는 반면에 

잡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 γ 디자인 의류 상점 업주와의 인터뷰 

β0대 여， 2003년 이주)-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매개자 역할을 하며 이 지 

역에 새로이 들어오는 삼청동길의 상점들과 

그 업주들이， 오랜세월 도심의 역사적 주거지였 

던 이 지역에 거주해오던 원주민들을대체하는새 

로운 계층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을 보이는 현상으로 조심스레 파악할 수 있다. 

도시 경관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새로 늘어나 

CH 짧 
띄EζE 

조
로
 미」
 

고
 D 
-

[그림 6] 업주들의 최종학력(좌)과 해외거주 경험(우) 
자료:설문조사 

8) Zukin. S 저， 안정석 역， 1997, W탈현대적 도시조형 : 문화와 권력의 지도 그리기~ , 현대 미학사，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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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점의 주소비층의 특성 

삼청동길은 최근 각종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급 

속한 속도로 대중들에게 알려져서 평일， 주말의 구 

분 없이 늘 거리가 붐빈다. 이곳에서는 갤러리를 

방문하러 나은 중년의 부인들부터， 이색 박물관이 

나맛집을찾아나온가족단위의 방문객，사진촬영 

을 나온 학생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등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은， 2-30대 

의 젊은 여성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객 특성은 

이 지역 상점의 주된소비층에도그대로반영된다. 

[그림 7]로확인할수 있듯이 이 지역 상점의 주 

소비층은 2-30대에 해당하며， 구매력을 갖춘 직장 

인 여성들이다. 이러한현상을가리켜 일부에서는 

삼청동길을 ‘골드미스들의 거리’ 라고 명명한다. 

삼청동의 여유롭고조용하고한국적인분위기 

가주는단아함은 ‘최첨단， 세련’ 등으로대표되 

는 강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 디 

자이너들의 수제품으로 희소성을 지닌 고가의 독 

창적인 상품들과 음식들은 구매력을 지난 젊은 직 

장인 여성들이 아직은 어 린 대학생들과 ‘구분 짓 

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만 

I 
l 

---

여 

58% 

들었다. 스스로 문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삼청동에 와서 갤러리 구경하고카페에 가고 이 거 

리를걷는것을문화인의 어떤품위라고생각한다. 

특정한 행사를 보러 오는게 아니라 이 거 리의 분위 

기가 좋아서 오는 것， 강남에는 없는 이곳의 특별 

한 분위기를 즐기러 오는 것이 삼청동길의 상업화 

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다. 

5. 상업화가 삼청동길에 미친 영향 

1) 지가의 상승 

이 지역은오랫동안행정적인규제에묶여 건물 

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어려웠으므로 토지거래 역 

시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1995년에 규 

제가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다소 변화가 나타났고 

최근에는 지가의 상승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I그림 8]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삼청동길에서 

도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는 삼청동 64번지와 주변 

지가와 한옥밀집지역인 가회동 %번지 일대의 지 

가를비교한것이다.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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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삼청동길 상점 주소비층의 언령， 성별과 직업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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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삼정동길과 가회동주거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비교(1990-2007년) 
자료 : 서울시 토지정보홈페이지Gmis.seoul. go.krl 

두 지역의 지가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는 비 

슷한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 

지하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차이를 보인다. 주거 

지역 역시 2004년부터 북촌사업의 영향으로조금 

씩 상승하고 있지만 상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시 

작하는 2005년 이래로두지역은큰편차를보이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가의 변화로 인해 삼청동길 

의 상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 업종의 교체 

도 빠른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상업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대두 

최근 1-2년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곳의 업 

주들 사이에서도 상업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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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대료냐 월서l가 자꾸만 오르니까 소규모 갤러 

리나 디자이너삽 같은 경우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런게 빠져냐가면 그 자리에 음식점이니， 카페니 

이런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냐름대로 각자 경영 

철학) 실험정신 같은걸 가지고 특색있게 꾸려가는 

그런게 있어서 좋았는데. 자꾸 변하는거 보면 씁쓸 

하기도 해요. 요즘엔 인사동 처럼 동남아시아나 중 

국산 물건을가져다가 싼값에 파는샤람들이 점점 

생기고있거든요. 

-2003년 개점， ‘ 0 ’ 액세서리삽 업주 
(30대초반， 여') -

여기에 더불어， 연구진행의 후반부인 2007년 5 

월 말부터는 이 지역에 노점상마저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이들은 좁은 가로변 인도에 좌판을 설치하 

거나， 공사중인 건물사이의 나대지에서 노점을운 

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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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각이 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가 상 

승으로 비롯한 임대료의 상승이었다. 현재 삼청동 

길 가로에 바로 면하고 있는 건물 중에는 상점으로 

전화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상권 

이 포화됐지만， 아직도 이 거리에 들어서기 위해 

점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가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삼청동만의 특색 있는 상점 

들이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변화， 혹은 유지 될 

지귀추가주목된다. 

3) 자발적 거리 문화축제 개최 

2005년 6월， 이 지역 화랑들의 주도로 ‘제 1회 

삼청미술제’ 가 열린 바 있다. 이를 이어 그 이듬해 

인 2006년에는 삼청동길에서 ‘제 1회 삼청로문화 

축제’ 가 11월 4일부터 11까지 일주일간 개최되었 

다. 이 행사는 화랑들의 주최로만 열렸던 ‘삼청미 

술제’ 지역 내 미술관이나 식당 등 문화관련 업소 

들이 함께하는 지 역 행사로 규모를 확대하면서 명 

칭을바꾼것이다. 

갤러리들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장이 모여 있는 지 역답게 삼청로 문화 

축제의 주력 행사는 각종 전시회다. 축제기간에 실 

크로드박물관， 세계장신구박물관， 티뱃박물관， 토 

이 키노， 월전미술관， 사비나미술관， 부영이박물관 

등 이 지 역의 유료 전시장들은 평소 5000원선의 관 

람료를 2000-3000원으로 낮추었다 

우리동네는 전통적으로 큰 단체가 있어요 번영 

화라는게. 우리는 상가 번영화가 아니고 순수 주민 

들만 뭉쳐서 단합과화합을 전제로 한 번영회가 있 

어 내가 회장을 맡고 있어. 지금 그래서 문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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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사동처럼 난잡한그런문화거리가조성될까 

봐 우리 번영희 주민들과 합세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절대 노점상도 허용 안하고. 그런데 저 

기 인사동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주말이면 돈을 얼 

마 받고 좌판을 벌려. 인사동 스타일로. 그래서 지 

금그게골칫거리야 그걸싸울수도 없고. 그래서 

매일 부탁하지. 아름다운 문화거리를 만들자 우리 

삼청동의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협 

조해 달라. 안그러면 삼청동 주만의 이름으로 제지 

하겠다. 라고 홍보를 많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삼 

청로문화축제도 지역 상권에만 맡기면 무질서해 

질까봐 주민자치에서 함께 추진하게 된거야 

-이건선 삼청동 번영회장-

이처럼， 지역 갤러리들만의 주도로 열렸던 미술 

제에서 지역의 다양한 상점들이 함께하는 지역 문 

화 축제로 행사가 발전하였다는 것은 삼청동길의 

상업화가 그만큼 진전 되었다는 반증이며， 여기에 

는 삼청동만의 고급스럽고 문화의 정취가 넘치는 

특색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지 역 내 주민들과 상점 

업주들의 주인의식이 큰 역할로작용하였다. 

관주도로 이루어졌으나 결국에는 고유의 특성 

을 잃고 쇼핑몰로 전락해버린 인사동의 경우와는 

달리， 이 행사는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의를 지닌 

다. 

또한 먹거 리와 목적 불명의 공연 위주인 여타의 

지역축제에 비교했을 때， 삼청로 문화축제는 지역 

이 가진 ‘문화 · 예술 시셜’ 이라는 자원을 전면에 

내세워 축제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 

니고있다. 

이는 문화 · 예술 시설의 입지와 예술가 집단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지 역의 상업화 특성을 부각시 

키는 또 하나의 면모라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삼청동길의 상가 형성과정과 상점들 

의 입지요인을 밝히고， 상업화가 삼청동길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청동길의 상가 형성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전 · 후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1990년대 까지는 주민들을 위한 근린상업 

시설이 주를 이루었고 인근 국가기관 직장인들을 

위한 한식음식점들이 소수 들어섰던 단계이다. 그 

러나 2000년부터 갤러리， 디자이너삽과 수공예품 

점 위주로 업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상점들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로변 

상권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와인바， 고급레스토 

랑， 갤러리카페 등 고급요식업종들이 진입하였다. 

둘째， 삼청동길에 개점한 상점들의 입지요인은 

크게 개점시기， 개점한 위치，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문화 · 예술 시설의 입지’ 였다. 상업화를 야기한 

지 역 내부 요인으로는 감사원， 총리공관 등 국가기 

관의 입지， 1990년대에 삼청동길의 초입인 사간동 

에 대형 갤러리 및 미술관들이 자리 잡음으로써 형 

성된 ‘문화 · 예술 거리’ 의 이미지와， 한옥가치의 

상승 등이 작용하였고， 지 역 외부 요인으로는 인사 

동 상권의 포화 상태와 보도매체에 의한 대중들의 

관심증대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삼청동길에는 전통과 모던， 포스트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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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며， 상점 운영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독창성’ 을 강조한 소량의 

상품들을 내세워 타 지역의 상점들로부터 구별 지 

으려는 특성이 나타난다. 업주들은 대부분 자본의 

여유를 가진 고학력 계층이며 1/3이 북촌 내부에 

거주하고 있다. 상점의 주소비층은 구매력을 갖춘 

2-30대 여성들로서， 이들은 이 거리를 방문하는 것 

만으로도 스스로를 ‘문화인’으로 여기며 대중들 

로부터 구별짓는 특성을 보인다. 

넷째， 현재 이 지역은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기 전에 비해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 

해 업종의 교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런 현상과 더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 경쟁과열과 

지역이미지를 헤치는 이윤추구 등은 상업화에 대 

한 비판적 시각들을 낳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주민자치회와 지역 화랑가， 상점들이 주체가 되어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 · 예술 거 

리’와 ‘고급스럽고독특한’ 지역 이미지를고수하 

기 위해 주민과 상인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여 

타의 상업지역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 된 부분이라 

할수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분화 · 예술 시 

설 입지’ 는 삼청동길 상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상업화를 주도한 계층이 고학력의 자본 

가， 예술가 또는 디자인 전공자들이며 기존의 상 

업지역과 비교하여 독특한 소비문화경관과 독창 

적이고도 고급스러운 상품 서비스를 내세워 구매 

자와 방문객의 계층을 상향화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심의 오래된 주거지가 가치상향된 상 

업시설들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이것을 도심 젠트 

리피케이션의 현상으로 이해할수 있게 한다. 또한 

기능변화의 주요 요인이 지역 내 입지한 ‘문화 · 

예술시설’ 의 영향이라는 것은 추후에 미술관과 갤 



문화 · 예술시설 입지에 기반한 서울시 삼청동길의 가치상향적 상업화 

러리 등의 문화 · 예술시설들이 입지한 지역이 고 

급소비공간으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 시사점을제공한다는점에서 의의가있다. 비 

슷한 사례를 외국의 도시들(미국 뉴욕의 소호지 

구， 북경의 다산쓰문화특구등)에서도 찾아볼수 

있지만 삼청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은 이러한 현 

상들이 주민들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 내부 

에서도자발적인움직임이 있다는것이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삼 

청동길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자산을 어떤식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연구지역인 삼청동길 외에도삼청동을포 

함하여 북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 일어나고 있 

다. 북촌 내부의 한옥들은 삼청동길 가로변 보다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주택매입비용보다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한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한옥의 리모델링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중 대 

부분이 북촌의 원 거주민이 아니라， 한옥의 매력에 

이끌려 북촌으로 이주해오는 외지인들이며 주로 

건축가， 화가 등 전문가나 예술가 계층이라는 것이 

다. 또한 강남의 부유층들이 한옥을 매입하여 별장 

형 한옥으로 신축하는 현상이 붐을 이루고， 삼청동 

길의 상권포화로 상업시설 역시 주거군으로 침투 

해가고있다. 

이에， 연구지역을북촌전반으로확대하여 역사 

적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한국 사례로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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