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69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69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

-스타필드 코엑스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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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논고는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의 특징 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도시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 조사 및 다양한 이론적 고찰 등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와 복합문화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라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과의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스타필드 코엑스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공공디자인의 개념으로 재해석하
였다. 덧붙여 현대도시가 가진 문화적 혼종성과 복합성의 성격을 공공공간에 융합하여 공공시설물에서의 사적공간의 필요
성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합문화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이론적 논의는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인 현대도시의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고찰을 
통해 실제 사례를 조사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주제어 : 문화, 복합문화, 우리나라의 복합문화, 현대도시, 공공디자인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city and public desig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plex culture. This study applied positivist research methods such as relevant literature survey and 
various theoretical reviews for the study of modern city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ulture and multiplex culture,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city and public design 
accordingly.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Starfield COEX as a typical complex cultural space in 
Korea and reinterpreted it as a concept of public design.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cannot 
provide empirical cases to support the theoretical discussion in the concept definition of the complex culture of 
Korea. So, It will investigate and supplement actual cases through a follow - up study of the study on the 
multiplex cultural space of moder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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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세계화와지방화라는시대적변화속에서

국가 간, 지역 간, 그리고 문화 간의 혼재 양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우리의 현대도시는 세계화된 문화가 지

역의특성과융합되면서새로운형태의복합문화를탄생

시켰다. 여기에 인간 활동이 더해지면서 공간의 기능성

도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복합문화는이러한역사적인

배경과함께도시공간이가진물리적한계성을넘어비

물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형태의건축물들은현대도시를상징하는대표

적인 복합문화이다. 현대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들의특징은단일목적이아니라복합적이고다목

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하나의 기능

즉, 주거용, 상업용, 교육용 등으로 정하지 않고 두세 가

지의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다. 이는 현대도시 공간의 의

미와 역할의 변화, 그리고 공간의 확장을 뜻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현대도시의공간개념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문화와 복합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과의 관계성을 모색하고 현

대도시의 개체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언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현대도시

와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같다. 먼저, 문화와복합문화에대한연구를통해우리

나라가가진복합문화의의미에대해정의한다. 둘째, 현

대도시에서 공공성의 개념적 확장을 연구하도록 한다.

셋째,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에

대해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 개념을 기반으로

현대도시 공공디자인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복합문화적 개념에서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고찰하는 방

법을채택하였다. 또한우리나라의복합문화공간에대한

논의를위해스타필트코엑스를실증사례로제시하고이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일련의 연구 내용

이가진유의미한시사점을제시하고한계점및후속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복합문화
2.1 문화의 정의
일반적으로 문화는 어느 한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 정의된다. 문

화(Culture)는 라틴어로 ‘경작’ 또는 ‘농업’을 뜻하는

‘Cultura’로부터의미적정의가유래된다[1]. 어원적정의

를바탕으로문화의뜻을분석해보면, 씨앗을뿌려토지

를 경작하듯이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관습, 문

명, 그리고 생활양식 등을 의미한다.

인류학자 타일러(E.B. Tylor)는 문화를 사회구성원들

이 획득한 일종의 능력 혹은 관습으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그리고 관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2].

이는 문화가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일종의 관습적 결과물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

국문화는인간행동의산물로정의된다. 따라서본연구

에서는 문화를 의식주를 포함해 인간 공동체가 이루는

삶의 가치, 양식, 관습 등을 이룩하여 낸 물질적, 비물질

적 요소들을 가리키는 복합적 의미로 정의한다. 이때 비

물질적 요소들은 언어, 예술, 종교, 지식이나 도덕, 그리

고 풍속과 제도 등 일종의 삶의 양식을 뜻한다.

2.2 복합문화의 개념
문화학자인 가르시아 칸클리니(Garcia Canclini)는 문

화적 대상, 상징, 기호, 시간들의 공존이자 교차로 인한

근대사회의복합성을두고일종의혼종적인것이라고했

다[3]. 이는문화를순수한단일개체로보는것이아니라

다양한 문화들 간의 섞임의 의미로 정의된다. 문화들 간

의 교류 혹은 혼종에 대해 영국의 역사학자 피터 버그

(Peter Burke)는 인공물, 실천, 그리고 인간으로 나누어

정의했다. 혼종적인공물로는건축, 이미지, 문학등이포

함된다. 그리고 혼종적 실천은 문화적 순환성(Cultural

Circularity)를 전제로 문화적 모방이 또 다른 모방을 야

기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혼종적 인간은 혼혈 혹

은다년간새로운문화를경험한사람을의미한다[4]. 이

러한 배경 때문에 혼종성은 ‘다문화’와 연계해 정의되기

도한다. 이택광은문화혼종성을두고다양한문화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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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뒤섞이는 현상으로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라는 시대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4]. 이와같은문화혼종성은더이상새로운개념이

아니다. 이미 모든 문화들은 근대를 거쳐 현대로 넘어오

면서 서로 섞이어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되었다. 이와 같

은혼종의결과물들은결국다양한문화들간의융·복합

의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본연구에서복합의개념은단순히두가지이

상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문화들 간의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문화학자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모든 문화

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것도 단일성과 순수성

을 갖지 않으며 모든 것은 혼종적이고 이질적이다’라고

정의했다[5]. 다시 말해, 문화는 그 자체가 서로 다른 것

들과 섞이는 혼합적 성질을 가졌다 하겠다. 이는 순수성

과 대변되는 것으로 문화적 다양성, 타문화에 대한 이해

와 관용의 의미이다[6]. 따라서 복합문화는 문화적 혼종

즉,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대상들이 섞여 나타나는 문화

적 상호작용을 뜻한다. 또한 복합문화에서 복합이 내포

하는 의미는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이 아니라

유동하는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융합과 조화의

의미로 정의된다.

3. 현대도시의 복합문화와 공공디자인
3.1 공공성 기반의 복합문화 
3.1.1 공공성의 의미
도시의 공간 범위는 크게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나뉜다. 사적공간은개인이사유하는곳을뜻하고, 공적

공간은 공공의 소유로 인정되는 곳을 의미한다. 덧붙여

공적공간은일정거리와영역을가진공공의영역또는

장소를 뜻한다. 김민수는 공공성의 개념을 도시·건축 분

야의 전문용어로 정의하면서 공적(公的)과 공공(公共)을

같은 의미로 정의했다[7]. 즉, 공적 공간은 공공 공간과

같은 의미이며 동시에 공공성이 있는 공간을 뜻한다. 공

공과 공공성은 의미적으로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

서국가또는사회와함께공존하는것으로서, 역사적, 사

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공

공시설물이나 공공재 등을 포함한다.

3.1.2 공공문화와 복합문화
역사적으로 공공의 의미는 어느 누구나 접근하고 볼

수있도록개방된것을의미했다[8]. 하지만오늘날공공

의 의미는 단순히 모두에게 개방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 21세기 정보통신의 진보는 공공성의 개념적 변화

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개개인이 사용하는 하이테

크놀로지도구들은공공공간의사유화를추구하는데기

여한다. 예를들면, 움직이는전철안에서의영상통화, 영

화와 음악 감상, 개인 업무처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

대도시에서공공성은공적공간을사용하는개개인의감

성과경험을중심으로그의미도함께변화하고있다[9].

따라서 현대도시에서 공공성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 아니라 사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혼합된 일종의 공

공문화의 뜻을 담고 있다. 공공문화란 공공 공간내의 규

율이나규범과같은일반적인범위에서부터사용자들간

의상호작용으로만들어지는다양한문화요소들간의융

합이라 하겠다.

공공성이 정의하는 것과 같이 개인 및 공공의 상호작

용에따라형성된공공문화는현대도시를구성하는공공

성 기반의 복합문화가 된다. 현대도시의 복합문화는 다

양한목적과삶의방식이어우러져만들어내는도시공공

문화인 것이다. 공공성 기반의 복합문화란 공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공간과 공간 간의 상호작용을 뜻한

다. 현대도시 자체가 사적 공공성을 가진 공공디자인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3.2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도시디자인의 범주에

속한다. 공공디자인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부터

사용한개념으로해외에서는사회적디자인(Social Design),

공익디자인(Public Interest Design), 그리고 공공서비스

디자인(Public Service Design)등으로 사용된다. 우리나

라에서 공공디자인이 시작된 시기는 2001년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전시를 기점으로

한다. 이 전시에서는 공공영역의 디자인 대상을 장소나

공간을 넘어 공공성을 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했

다[10]. 이와 같이공공디자인은물리적차원에서만논의

되는것이아니라도시구성원들삶전반에걸쳐있는광

범위한개념으로이해된다. 하지만현대도시에서공공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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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은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대안이자방안이다. 오늘날공공디자인은

지역민의자율적참여와지역의문화적섞임이중요하다.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공공과

디자인이합성된어휘적개념이아니라공공성을기반으

로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도시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은 다문화적이고 혼종적인

사회적 상황과 현상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야 한다. 다

시말해, 도시구성원들모두가이질감없이도시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

4. 우리나라의 복합문화와 현대도시
4.1 우리나라의 문화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는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 사회

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된다. 디자인

문화를연구하는박준홍은모든문화에는문화특성이존

재하는데, 이는 문화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

동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면서 만들어진 무형의 요소들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한다[11]. 이때 문화특성은

문화에서나타나는많은사회적현상들을보여주는것으

로 문화모델을 통해 분석된다. 문화모델은 문화 연구가

인 그릭 홉스테드(Greet. Hofstede)가 정의한 것으로 일

종의 코딩과 같은 맥락이다. 문화모델은 문화를 어느 한

집단의구성원을다른집단의구성원과구분하는집단적

인정신프로그래밍(Mental Program) 또는 정신의소프

트웨어(Software of the mind)를 의미한다[12]. 홉스테드

는 문화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라고 했

다. 이는 문화가 가진 상황에 따른 유동성, 가변성, 혼종

성적 성향을 의미한다.

홉스테드의 문화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복합문

화를분석하면 [Fig. 1]과같다[13]. 일반적으로홉스테드

의문화모델은기업특히다국적기업내에서업무와관

련된 가치에서의 차이점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홉스테드의 문화모델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지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Fig. 1] South Korean Culture’s Consequences 
(Hofested Culture’s Consequences 6 dimension model, 2017)

[Fig. 1]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권력거리(Power

distance)에 있어서 60점으로약간권력지향적이며안정

성 있게 권력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는 사람들간의상하관계에있어서상호간에권력지향

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개인주의

(Individualism)의 지수는 18점으로 집단주의적 사회로

해석된다. 세 번째로 문화가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를

보여주는 남성성(Masculinity)의 지수는 39점으로 여성

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성성

지수가낮다고해서문화가여성적이라고보기에는어려

움이있다. 이에대해홉스테드는남녀의성별간역할을

뚜렷이구분하지않을때 남성성지수가낮게나타난다

고 했다. 네 번째로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지수는 85점으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성

향을 보여준다. 이는 정확성과 시간 엄수가 표준이며 사

회적으로비정상적행동과아이디어는용납되지않는특

성을 가졌다. 다섯 번째, 장기지향성(Long term

orientation)의 지수는 100점으로 실용성을 무엇보다 중

요시여기는특징이있다. 여기서 100점이라는수치는우

리나라가매우규범적이고미래를준비하기위해교육에

투자하며, 근검절약하는 문화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사회적 욕망도(Indulgence)의 지수를 분석해 보

면 29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이다. 사회적 욕망도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냉소적이며 비관적 경향이 있다.

4.2 우리나라의 복합문화
4.2.1 역사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복합문화
전술한홉스테드의문화모델지수를기반으로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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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복합문화 개념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의해 보면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복합

적인문화적배경을가지고있다. 근대적관점에서우리

나라는조선후기미국, 러시아, 그리고유럽강국들(영국,

독일, 프랑스등)의신문물이유입되었다. 이는근대이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교류와는 차원이 다

른 문화적 섞임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6. 25전

쟁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섞임의 문

화를 갖게 되었다. 홉스테드의 문화모델을 통해서도 알

수있듯이우리나라는안정성있게권력거리를유지한다.

또한사회적욕망도도비판적이고냉소적인경향을가지

고있다. 이는새로운문화를받아들일때무조건적인흡

수가 아니라 각각이 가진 우월적 요소들을 받아들여 우

리나라만의새로운문화로재생산했음을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격동기의 문화 복합 현상과 함께 유교라고

하는매우보수적인권력중심의문화가공존하고있었다.

이 같은문화섞임은새로이받아들인각각의문화가가

진 우월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복합문화가 존재해 왔

음을 뜻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현대도시의 복합문화는 유교라

는 전통적인 관습과 전쟁 이후 유입된 다양한 서구문물

들이 바탕을 이룬다. 게다가 단일민족이라는 강한 국가

적정체성에대한자긍심이국민들사이에뿌리깊게자

리하고 있는[14] 가운데 일제강점기동안의 일본식 문화

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민자

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15]. 우

리나라의 다문화는 결혼이주 여성들과 이주노동자들과

의 섞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섞임의 현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문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비판적이며 냉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문화든, 서구의 문화든 간에 무조

건적인문화적흡수가아니라불확실성을배제하고새로

운안정을취하면서우리만의문화로정착시켰다. 즉, 우

리나라의복합문화는역사와전통을바탕으로다양한경

로로유입된문화들이개인적, 사회적, 그리고국가적차

원에서 세계화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인식, 문화적 태도, 문화적 지식[16]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4.2.2 우리나라 현대도시의 복합문화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유입된다양한서구문화들은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정착되었다. 그

예로, 맥도널드는 1988년 우리나라에 정착한 후, 본토인

미국에 없는 불고기 버거를 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의문화와서구문화간의상호작용을통해만들어진복

합문화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커다란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마다

다양한복합문화가등장했다. ‘2002 한·일월드컵’을앞두

고 2000년에개장한코엑스몰의경우우리나라복합문화

공간의 시초가 되었다. 코엑스 몰은 원래 한국무역협회

소유였다. 하지만 2016년 신세계 그룹에 인수되면서 스

타필드코엑스몰로복합문화시설로브랜드가강화됐다.

스타필드코엑스몰은 [Fig. 2]를통해알수있듯이총면

적 165,000㎡로 지하 1, 2층과지상 1층으로구성되어있

다. 또한 주변의 호텔과 백화점, 그리고 도심공항터미널

이 지하에서 선으로, 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대한 지

하도시가 되었다.

[Fig. 2] Startfield Coex Mall Map
(www.coexmall.com, 2017)

스타필드코엑스몰은건축가인겐슬러(Gemsler)는 공

간의 개방성과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린 하늘

(Unfolding Sky)라는컨셉으로공간을디자인하였다[17].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공간 구성만으로 복합문화 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실

내에는문화, 쇼핑, 관광을연계해 1층과 2층의전시컨벤

션시설이위치해있다. 그리고실외의광장에는팝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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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어, 푸드트럭, 그리고다양한이벤트공연까지더해져

다양한 시설 구성을 볼 수 있다.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이동과 자연채광을 고려한 동선을

고려해 디자인하였다. 이를 위해 총 5개의 광장 개념의

플라자를 제공해이용의 편리성을꾀하였다. 5개의플라

자는패션, 식음료, 비즈니스, 공항터미널, 영화관, 수족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들을 한 곳에 복합 배치해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다.

복합문화공간의 특징은 공간과 공간의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사용자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런 점에서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우리나라 현대

도시가가진복합문화를상징적으로표현한공간으로정

의된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들을

접목시켜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을 배

제하였다. 또한 공간의 이동 없이 안정감을 느끼며 다양

한문화와재화를소비할수있도록했다는면에서대표

적인 복합문화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4.2.3 공공디자인으로서의 복합문화공간
현대도시에서 공공디자인은 공공성과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구성된복합문화적인공물이다. 덧붙여오늘날

의 도시들은 구성원의 요구와 사용성에 따라 다양한 기

능과 양식들이 결합된 새로운 건축 양식을 창조해냈다.

다시 말해, 도시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한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은 공공디자인으

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와 예술

을 다루는고유의 기능을 가진시설이 2개 이상동일 건

축물이나 대지 내에 위치한 곳을 뜻한다[18]. 즉, 문화예

술과관련된복합시설물이라는의미이다. 복합문화공간

의역할은문화예술뿐만아니라상업공간들과의공존을

통해 다양한 문화 소비가 이뤄지는 곳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도시가가진문화적혼종성과복합성의영향으로분

석된다. 따라서현대도시에서복합문화공간의개념은휴

식이나 여가를 위한 목적을 넘어 감성을 소비하고 향유

하고자하는욕구충족의공간으로변화하고있다. 즉, 오

늘날 도시 구성원들은 공공공간 안에서의 사적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복합문화공간을구성하고있는각각의공간과시설물

들은 상호간의 유기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와 같은 복합문화공간들이 공공시설물로 인정받고 사적

공공공간을인정하게된다면차별적도시이미지구축에

도움이된다. 다시말해, 현대도시가가진복합성을기반

으로 새로운 상징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5. 결론
이 논문은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현대도시

와 공공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논문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먼저, 문화와복합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합문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현대도시에서공공성의개념적확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재 정의하였다.

셋째,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 공공디자인으로서의 복합

문화공간에대해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공공디자인과

현대도시의 관계성에 대해 정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

리나라 현대도시의 복합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공간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합문화 개념을 기반으로 현대도시와 공

공디자인과의 관계성을 모색하고 현대도시의 개체적 변

화의 필요성을 제언한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복합문화에 대

한개념정의에있어서이론적논의는있었으나이를뒷

받침할수있는구체적사례를제시하지못하였다. 이는

후속연구인 현대도시의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논의를 통

해보다구체적인실제사례를조사하고그에대한의미

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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