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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문화예술콘텐

츠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그 결과 2008~2009년 에는 일

• •본 중국 동남아인이 뽑은 '가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 2010년에는 뉴옥타임즈가 선정하는 가보고 싶은 

도시 3위에 뽑히는 등 세계인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은 한옥길이나 성곽 같은 역사적 경관과 첨단 IT 

문명이 발달한 대로 중심의 경관, 혹은 사인 물 정비를 

거친 리디자인(re-design) 거리 등이 그물처럼 얽혀있

어 강렬한 대비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역사, 위치, 

환경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 한 도

시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극적인 반전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특성이 지역 환경, 건축물의 환경 

색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궁이나 한옥이 밀집된 역사적 경관과 첨

단 IT문명이 발달한 오피스중심의 현대적 경관으로 대

비되는 두 지역을 선택하고 문화와 역사, 지역적 특징

과 색채배색에 대하여 비교 연구 하였다. 지역은 첫째, 

고급 관리와 왕족이 주로 살았던 북촌인 가회동과 둘째,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이르는 길 중심의 강

남대로를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헌조사를 통해 두 지역

의 지역, 환경,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대표 되는 문화적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현장 조사로는 

두 지역의 주변의 경관을 각각 촬영하여(Canon G10 

30.5mm) 중경색을 기준으로 지역적 색채배색의 특성

을 잘 나타난 장소를 위주로 실제 육안과 육안비색법으

로 보았을 때 색상이 가장 잘 적절하게 촬영된 사진을 

분류하였다.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orea Standard 

Color Analysis)을 통해 빈도수에 의한 5가지 대표 배

색을 추출하여 색상 분포를 비교하였다. KS 표기에 의

한 주조색을 분석하고 Munsell 표색계를 이용하여 추

출 색상의 명도 및 채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1. 북촌 가회동과 강남대로 연구사례 위치 

 

3. 연구 사례 지역 특성 비교 

표 1에서 연구 사례 지역의 역사, 행정위치, 지리적

특성, 주거특성, 경제, 그리고 현황을 비교 정리하였다. 

표 1. 연구 지역 사례 특성 비교 

구분 북촌 강남대로 

역사

‘ 청계천과 종각의 북쪽
에 있는 동네 ’ 에서 유
래. 고급관리와 왕족이 
주로 거주하는 북촌과, 
종각 남쪽에 위치하고 하
급관리와 상인이 모여 살
던 남촌으로 나뉨. / 일제
강점기 후 북촌은 조선인 
중심으로, 남촌은 일본인 
중심의 거주지역으로 자
생적으로 발달 

1972년 11월 26일 서울
특별시가 한양천도 578
주년 기념일을 맞아 시내
의 이름 없는 59개 도로
에 가로명을 붙일 때 영
동1로라 불렸다가 1976
년 6월 26일 현재의 도
로명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름. 1988년 서울올림픽
을 계기로 본격 계획적으
로 개발 

행정
위치

종로구 재동 / 가회동 /
삼청동 

강남구 신사동 / 서초구 
양재동 일대 
길이 6.9㎞, 너비 50m이
며 왕복 10차선으로 강
남구와 서초구 경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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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지리
적 특

성 

풍수지리적으로 겨울에 
따뜻하고 배수가 잘되며, 
남쪽은 넓게 트여 한양의 
안산인 남산 전망이 가능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인접하나 구릉지를 따라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도
보로 접근성은 높지 않음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
호선 강남역 9호선 신논
현역, 7호선 논현역 등 
역세권 밀집.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접근성 
탁월하고 평지가 대부분 

주거 
특성 

1930년대 서울 행정경계
가 확장되면서 도심 주거
형 한옥 밀집지역으로 변
모. 근대화기에 도심유입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전
통한옥을 개조한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바뀜 

도로변은 상업·업무지역
이며, 아파트단지 및 빌
라·연립주택 단지가 형
성 

경제 

북촌한옥마을, 인사동전
통거리, 경복궁과 같은 
전통관광지구, 삼청동 일
대의 카페거리 

성형특화지구, 웨딩, 명품
거리 등 소비문화 중심지

현황 

한옥의 유지/관리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
가 지원하는 한옥 가꾸기 
사업 진행 중 

2007년 8월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일환으로 
미디어폴을 설치, 가로경
관 개선 

북촌지역과 강남대로를 연구한 학위논문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조사하여 지역 문화적 키워드를 추출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표 2 에서와 같이 두 지역의 건축적 

요소에 따른 분류로 살펴보면 기능, 구조, 미의 세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북촌은 한옥의 주택과 

담장 등으로 건축적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곡선적인, 좁은, 부드러운, 폐쇄적인’의 

키워드를 볼 수 있었다. 이에 대비해 강남대로는 

‘직선적이고 넓은, 격자형의 개방적인’의 감성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19 개의 키워드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 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2. 지역 문화적 건축적 감성 키워드 추출 

요인 

구분 
북촌 강남대로 

기능 

여유로운 역동하는 
보존적인 유동적인 
조용한 활발한 

고즈넉한 붐비는 
따뜻한 시원한 

자생적인 계획적인 
학술적인 유흥적인 
맞춤형의 통합적인 

구조 

곡선적인 직선적인 
좁은 넓은 

부드러운 격자형의 
폐쇄적인 개방적인 

미 

소박한 고품격의 
자연친화적인 인공적인 

유서깊은 젊은 
전통적인 세계적인 
희소성의 다양한 
역사성의 첨단적인 
관습적인 미래형의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에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각각의 분석이미지에서는 색상의 분포가 전체

 30%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색상만을 추출하였다. 

북촌의 환경색채는 KS 8.75PB 7/2, KS 5RP 4/1, KS 

5R 3/2, KS 10YR 7/1, KS 10R 7/1, KS 10YR 2/1, 

KS 10R 3/1 로 주로 YR 계열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강남대로의 경우에는 KS 5PB 3/1, KS 5PB 

7/1, KS 3.75PB 5/4, KS 5P 8/1, KS 5PB 3/1, KS N3, 

KS N4, KS 5RP 4/1 로 주로 PB 계열과 무채색의 색채 

분포를 보였다. 강남대로의 경우에는 상업권 지역으로 

R 과 RP 계열의 간판 색상의 비율도 보였다. 표 

3 에서와 같이 두 지역 모두 중명도의 색채 분포를 

보였다.  

표 3. 지역 색상분포 비교 

구분 색상분포비교 

북촌

 

강남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적 키워드와 

환경색채 분포를 살펴보았다. 문화는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변화된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인 강남 

지역과 전통적인 강북의 환경 모습을 볼 수 있는 

북촌의 문화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도시 계획적 

맥락의 도로의 형태와 건축적 형태에서 구조와 

미(美)의 문화적 키워드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적 감성 키워드와 색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자료로 조사 연구에 의의를 

둔다. 지역의 특성을 경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지역의 

대비되는 색채 배색과 문화적 비교자료를 통해 향후 

지역 문화의 이미지와 환경 색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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