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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stages of formation, to the processes of change, the alleys with long history not only reflect on the

trends of the area, but also have a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s a place where the local residents make living

and socialize. However,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city’s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re has been a

great amount of loss in the roles of the rural areas while urban areas have been expanding over time. The rural

areas including the old alleys have been neglected and fell far behind in the processes of growth overall, and

therefore, it became harder to trace the old days as well as the old emotion that we used to see. Nowadays,

there are various cases in terms ofalley regeneration project as people are getting more interested in it. Thealley

regeneration projects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backgrounds; a par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by the

government and local organizations and the other developed by the trends. This research, with successful case

studies, is for analyzing the direction of the ultimate goal and the identity that only the alleys have. As the alleys

contain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of the community, we need to not only preserve but also maintain all of

these since it will affect the goal and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the alley regeneration projects as a

significant factor. Inaddition, in order to attract visitors from diverse cultures, providing cultural or artistic

experiences and aesthetic landscapes will be importantly considered as an additional factor for the research. In

other words, through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demonstrate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alleys fell far

behind to establish its identity for continuous successfulalleyregenerationprojects, which are not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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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골목’은 오랜 시간을 거쳐 그 지역의 형성과 변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흔적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커뮤니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

역주민의 주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켜주며, 지

역의 정체성을 유지·확립시켜주는 공간이다. 또한 골목은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교류·놀이 등의 공간으로써 사회

적 ·문화적·공동체적 성격과 더불어 골목자체가 그 지역

의 역사적 가치의 공간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1)

그러나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촌향도

(離村向都)현상으로 도시화는 점차 가속화 되었고, 도시

는 아파트 및 산업·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계획되면서 길

(Street)과 단지 및 구역(Block)의 스케일은 점차 확장되

어졌다. 그 결과, 도시는 인간적인 스케일의 범주에서 벗

어나면서 통행과 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은 골목들

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복잡하고 각박

한 도심 속에서 과거를 향한 그리움과 아쉬움에 다시 옛

향수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골목(길)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1)

실례로 <표 1>과 같이 최근 정부 및 지역 단체에서는

‘도심재생사업’이라는 주제로 골목의 상권 및 환경을 재

생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골목을 단순히 길의

개념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역

1) 서귀숙, 서울 서촌지역 골목의 형태 유형 및 특성 분석, 한국주거

학회논문집, 제26권, 제4호,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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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서울

특별시
해방촌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창의공간 조성,

취약지역 정비를 바탕으로 예술과 주거를 통합한 문

화예술마을로 변화.

강원도 태백시
주거, 생활, 문화가 열악했던 과거 탄광촌을 활용한

탄광문화단지로 탈바꿈.

경기도 부천시
공동체재생, 문화재생, 경제재생의 목표로 주민주도

형의 자연친화적 도시재생을 계획.

인천

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원도심의 지리적, 사회적, 물리적 자원을 활

용하여 경제 및 관광문화 활성화.

전라도 나주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쇠퇴한 원

도심을 쾌적한 도시로 재생.

충청도 부여군
쇠퇴하는 원도심 경제회복을 위한 역사도시 이미지

회복, 창조문화사업, 도시조성 사업 등을 추진.

경상도 부산시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는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시설의 집약화와 일자

리 창출.

<표 1> 최근 정부 및 지역단체의 ‘도심재생사업’

사와 현재와 과거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지역

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예술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진 공간으로써 새롭게 자리매김 하려는 시선들이다.

또한 2015년, 트렌드코리아에서 발표한 [2015년 10대

소비트렌드]에서는 ‘숨은 골목 찾기(Playing hiddene

alleys)’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꼽히기도 하였으며2), 최근

‘나홀로 여행객’의 증가하면서 그들 사이에서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골목투어’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다. 골목이라는 공간이 도심보다는 불편할 수 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색다른 경험을 위하여 젊은 층을 필두

로 골목 그리고 골목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듯, 시대적 국가적 개인적 측면에서 골목에 대한

향수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좁은 길의 공간적 의미에서

벗어나 그 골목만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예술적 정체

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칫 정체성이 결여된 골목재생

은 골목의 존재의 가치가 불분명해지며 방문객의 목적에

도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골목이 통행으

로써의 의미를 벗어나 자신만의 전통과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반 골목과는 차별화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진

골목으로써 재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목의 의미와 유형을 고려하여 골

목재생에 있어서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공적인 국내외 골목

재생 사례들의 배경과 특성에 대하여 소개하며 골목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며,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

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하게 된다. 나아가

골목에 정체성을 부여했을 때의 긍정적 결과와 앞으로

낙후된 골목들을 재생함에 있어 주변과 지역 전체에 파

급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2) 김난도·이향은·전미영·이준영·김서영·최지혜, 트랜드코리아 2015,

초판, 미래의창, 2014

낙후된 골목에 정체성 부여를 통한 골목재생 사례분석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골목의 개념을 살펴보고 골

목을 규모별 · 형성배경별 · 테마별로 분류하여 현시점

에서 골목이 가지는 의미와 유형에 대하여 연구한다.

둘째, 낙후된 골목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평가항목을 재분류하여 선정하였으며, 성공적인 국내

외 골목재생 사례들을 평가항목에 기준하여 분석한다.

국내 사례는 방문 조사, 국외 사례는 문헌조사 및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체성 확립에 근거를 주는 골목만

의 요소 및 특성을 색출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되어진 연

구 내용을 토대로 골목만이 지니고 있는 요소 및 특성과

정체성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추

후 낙후된 골목재생 단계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

한 골목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향 및 정체성을

부여했을 때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골목의 개념

골목(Alley)은 하나의 명사로써 사전적 의미로는 ‘큰길

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이라고

명시되어있다.3) 이때 ‘골’은 ‘골짜기’, ‘고랑’ 등으로, ‘목’

은 ‘길목에서와 길이 큰길에서 좁은 길로 갈라져 들어가

는 어귀’의 뜻으로 하나의 합성어로서 ‘골목’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골목’은 넓게는 ‘길’의 일부분

이며 도, 가, 로 등에서 도로, 가로 등의 형식으로 발전

되기 때문이다.4) 즉, 사람과 차가 지나다닐 수 있고 일정

한 구역의 획을 구분하는 도로, 거리, 가로보다는 주로

보행자 중심의 좁은 길의 의미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골목길을 크게 공간적, 사회적, 상징적

측면에서 <표 2>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5) 국립궁어원

표준궁어사전, 김종인외(1990)에서는 골목길을 큰길과 동

네를 연결하는 좁은 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공간적 개념

의 골목을 정의하였다. 황익주(2005), 김인순외(1996), 김

진일(1987)는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통

해 전개되는 골목 안에서의 사회적 교류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주민들간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확인하고 강화시켜주는 촉매로서

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84200&directAnchor=s347

56p22126d90951

4) 이현성·신혜정, 골목공간 재생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평가 연구, 한

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9, No.4, 2013.12

5) 민현석, 서울 도심 밀집시가지의 골목길 가꾸기 방안연구,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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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골목길의 정의

공간적

정의

국립국어원
골목길을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

하는 좁은 길

김종인외

(1990)
골목은 큰 길에서 집과 집 사이로 뚫린 좁다란 길

사회적

정의

황익주

(2005)

골목길은 주민들의 다종다양한 만남들이 전개되는

사회교류의 장

신용재외

(1996)

골목길은 주민의 일상적인 교류가 발생하고 결과

적으로 주민에게 공동체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물

리적 환경

김수인외

(1987)

골목은 최소 통행로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동시

에 아동에게는 놀이의장, 노인이나 주체에게는 사

교와 정보의 장이기도 하며 지역외 통행인들까지

도 영역성을 가진 소유공간

상징적

정의

김홍중

(2007)

상실된 모든 정서적 가치를 환상적으로 집결시키

는 일종의 노스탤지어 공간

김경완외

(1999)

골목길은 잃어버린 시간의 경과, 이야기성, 여운,

변화 등 공간의 풍부함에 민감

<표 2> 선행연구에 나타난 골목길의 정의

구분 내용

일반도로
폭 4m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

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

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막다른 도로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2m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 3m

35m 이상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표 3> 골목의 크기

골목을 정의하였다. 한편 김홍중(2007), 김경완외(1999)은

골목에 담긴 기억과 감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함으로

써 골목길을 향수. 즉 노스탤지어의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2.2. 골목의 유형 분류

(1) 골목의 규모별 분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은 일반도

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

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일반도로(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폭 1.5m 이상

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에 가까울 것

이다.6)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길이가 10m 미만일 경우 2m이

며,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 3미터, 35m 이상일 경우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로 지정되어 있

다.7) 이렇듯 골목은 작게는 보행자 1∼2명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부터 크게는 여러 명의 보행자 또는

차량 1∼2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은 골목 또는 거리까

지 다양한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골목은 하

나의 가로(街路)와 여러 골목으로 이루어진 거리, 단지

혹은 마을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2) 골목의 형성배경별 분류

골목은 애초에 도시계획상 통행을 주목적으로 계획되

어지면서 주변에 주거 또는 상권이 자리를 잡게 된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골목이 형성되는 배경은 여러 가

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6) 국토교통부령 제330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6.6

7) 대통령령 제27445호, 건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6.8

첫째, 신도시 개발 시, 도시계획단계에서 특정한 목적

을 가진 골목을 미리 계획하여 조성하는 경우이며, 이

같은 골목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정돈된 미관으로 형

성되어지며, 국가적 지원을 통하여 그 지역의 하나의 명

소로써 각인시킬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통해 생겨나는 원도심의

침체된 상권을 복구하기 위한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골목을 정체성을 지닌 골목으로 재탄생된다. 최

근 국내에서도 해외의 성공적인 도심재생의 사례를 바탕

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단체가 협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후된 소규모 골목의

경우, 지역주민 또는 상인들을 주축으로 하여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골목으로 탈바꿈하여 형성된다. 골목재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골목을 지

원하고 보존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보탬을 주기도 한다.

(3) 골목의 테마별 분류

최근 들어 골목의 재생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상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

의 테마(Theme;주제)를 가지고 유사한 성격의 상권의

유입이나 지역의 지역성 또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그 골

목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간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

으로 다양한 골목들이 계속적으로 형성되어지고 있으며

골목의 테마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8)

1) 문화·예술 골목

문화와 예술은 빠른 흐름으로 변화하며 개인마다 다른

감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물질적·정신적 산물이다. 대중들

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적 욕

구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골목과 거리

를 활용하여 하나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문화·예

술 골목은 시·구 규모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뿔뿔이 흩어

져있는 미술·음악·연극·문학 등의 갤러리 및 상점들을

유치하여 골목을 조성하여 도시의 특색을 돋보이게 하고

대중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다. 뿐만 아니라 골목 곳곳에 소 공연장, 기념비, 조형물,

8)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리’ 라고 불러지는 명칭들을 ‘∼골

목’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그 이유는 ‘거리’는 큰 골목이 대체될 수

있으며 작은 골목들이 모여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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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공간 등을 두어 골목의 가치를 한층 높이며 대중들

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효과를 준다.

2) 역사 골목

역사 골목은 지금까지의 유형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재구성하여 골목만의 정체성

을 만들어내어 골목재생과 골목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

과는 다르게 오랜 역사와 시간 속에서 묻어나는 자취를

그대로 유지·보존하여 골목에 스며든 과거의 역사와 삶

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역사 골목은 잊혀져가

는 조상들의 업적과 정서를 회상하고자 하는 것에 큰 의

의가 있으며 인물, 건축물, 기념비, 길 등의 요소들을 중

심으로 골목의 오랫동안 숨 쉬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

고 있다.

3) 쇼핑·패션 골목

쇼핑 및 패션을 주테마로 이루어진 골목들은 주로 ‘젊

음의 거리’라고 칭하며 소비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선도적

유행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 위치한 대규모 쇼핑·

패션 골목들과 같은 특수한 소비전문공간의 형성은 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에 따른 소비의 발전과 더불어 필

연적인 관계에 있다.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

의 소득수준과 높은 소비성향은 고급지향의 문화권을 형

성하고 그 결과, 대규모 쇼핑·패션 골목이 형성할 수 있

는 것이다.9) 반면 중·소규모 쇼핑·패션 골목은 패션관련

기관의 설립 또는 패션디자이너의 이주 및 이전이 형성

의 바탕이 된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해당

골목으로 밀집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소비문화와 선도적

유행을 유도하게 되어 쇼핑·패션 골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4) 카페 골목

몇 년 사이 커피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카페

(cafe)문화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서는 한 건물에 2∼3개의 카페가 있으며 길을 걷

는 사람들 중에서 손에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일이 아닐 만큼 카페문화는 이제는 우리에게서

필수적인 요소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카페문화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져 하나의 공간으로써, 즉 ‘카페골목’ 혹은

‘카페거리’라는 명칭을 가지며 더욱 밀집되어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카페거리는 도시계획단계부터 고려되어진

것은 아니다. 대부분 기존에 다른 각종 상권들이 골목에

자리를 메우고 있었으나 사회적·문화적 흐름에 의해 골

목의 상권이 약해지면서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1층 또

는 2∼3층의 작은 상가들이 즐비한 골목에 점차 작은 규

모의 카페 또는 레스토랑들이 입점하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권들이 모여 그 골목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9)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5) 벽화 골목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벽화마을이라는 공간은 좁은

골목들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러한

벽화 골목은 보통 오지마을이나 산동네에 위치하고 있

다. 오랜 세월동안 재개발과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해진 환경을 조금이나마 보기 좋게 하기 위하

여 마을의 벽이나 담장에 그림을 그려 넣는 프로젝트가

실시되면서 벽화 골목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생기게 된

것이다.10) 벽화 골목은 다른 골목의 유형과는 다르게 상

권과 소비를 위한 재생사업이 아닌 시각적 미관개선과

그것을 통한 지역의 홍보효과를 위한 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다.

6) 기타

그 밖의 골목으로는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는 공방골목, 음악분야 상권 및 작업실들로 이루어진

음악골목, 지역의 전통음식골목 혹은 전통시장골목, 특정

인물과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골목 등 다양하게 분

포하며, 여러 테마를 복합적으로 가지는 골목들도 있다.

3. 국내외 골목 사례분석

3.1. 사례분석의 개요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큰 거리와 공간들은 지역의 많은

관심을 가지며 유지되고 관리되는 반면, 재개발이 되지

못한 오래되고 작은 골목들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서

멀어져 점차 낙후되어지며 퇴폐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치된 오래되고 낡은 골목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어 골목만의 정체성을 갖도록 재

생시켜 골목의 범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역사적·문화

적·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에서는 과거의 원도심이 가지는

장점들을 활용하여 도심재생사업으로 새로운 변신을 꾀

하고 있으며 원도심 속의 골목들 또한 재생사업의 일환

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심재생사업과 더불

어 재생시킨 골목 중 골목재생사업의 성과 부문과 유지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벤치마킹 또는 롤 모델 역할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외 성공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사례들의 유형 분류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분

석하여 어떠한 평가항목들과 요소들이 골목의 질을 결정

하고 정체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인지와 골목 자체만으로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는지를 분석을 하고자 한다.

3.2. 사례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

10)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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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재생을 위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을 선정

하기에 앞서 한층 넓은 범위인 ‘도심재생’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 선정된 평가항목은 <표 4>와 같다.

구분 내용

계기석

김형진

(2003)11)

기능적 요소 다양성, 중심성, 상징성, 교류성

쾌적성 요소 심미성, 문화성, 편리성, 환경성

정성원

장희명

(2007)12)

기능 강화 중심성, 교류성, 다양성

쾌적성 증대 편리성, 심미성, 문화성

하창현

김 영

김기홍

(2009)13)

도심환경평가 접근성, 편의성, 이미지/쾌적성, 안전성

김미영

문정인

(2010)14)
공간 특성 상징성, 교류성, 기능성, 심미성, 문화성

<표 4> 도심재생 평가항목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의 평가항목 중 본 연구의 골목재생에 있어서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항목으로 ‘상징성’,

‘문화성’, ‘심미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중심성, 교류성, 접

근성의 평가항목을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성’으

로 통합하였으며, 문화성의 평가항목을 ‘전통성’과 ‘문화·

예술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기타’의 평가항목을 통해 장기적이고 서비스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현우정(2010)은 특화가로의 디자인방법에 대하여 다음

<표 5>과 같이 물리적 방법과 비 물리적 방법으로 분류

하여 나타내었다.15)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

의 세부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

선행연구 및 재분류를 통하여 선정된 평가항목 7가지

와 세부항목의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구분 내용

물리적 방법

기능성
가로의 유형 및 폭 정비,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가로 보도디자인, sign system 개선

유희성
오픈스페이스 조성, 환경조형물 도입, 특화

시설물 도입, 인터렉션 요소 도입

심미성
건축물 파사드 디자인 개선, 옥외 광고물

개선, 가로 식재 개선

비 물리적 방법 차별화 전략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브랜드화

특색있는 업종을 통한 가로의 차별화

축제 및 이벤트 개최

<표 5> 특화가로의 디자인 방법

11) 계기석·김형진, 지방 대도시 도심의 기능 활성화와 쾌적성 제고방

안, 국토연구원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2003

12) 장희명·정성원, 기존도심 활성황 방안에서의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권, 3호, 2008

13) 하창현·김 영·김기홍, 도심환경 인식과 도시재생방향 설정의 인과

관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9

14) 김미영·문정민, 도시 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 분석 –

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

집, 제19권, 6호, 통권83호, 2010

15) 현우정, 도시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성 형성에 관한 연구 –특화가

로의 대상지 선정과 장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

논문, 2010

구분 내용

평 가

항 목

상징성

골목 이미지

골목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평가하는 항목.

골목 대표

건축물

골목 대표

조형물

지역성

주변지역과의

상호성

기존 골목의 배경 및 환경을 활용하며, 주변

지역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근거를 평가하는

항목.
공간 재구성

전통성
문화유산 보존 골목의 형성·변천·현황의 과정에 있어서 전

통적·역사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평

가하는 항목시대적 감성

문화·

예술성

축제 및 행사 골목이 단순히 길과 상권으로써의 역할 이

외에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예술

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체험 학습

심미성

사인 디자인 골목을 거니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심미성

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와 공간의 분위

기 연출에 관한 표현방법을 평가하는 항목

녹지공간조성

건축물 파사드

지속

가능성

관광목적

이외의 의미

특별한 의미와 정체성을 갖는 골목이 단기적

재생이 아닌 꾸준하게 각광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

기타 서비스 기능
골목의 주된 의미와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추

가적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를 평가하는 항목

<표 6>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

3.3. 사례분석

(1) 대구 근대골목

<그림 1> 대구 근대골목,

진골목

<그림 2> 대구 근대골목,

3·1만세운동길

대구 근대골목이 위치해있는 대구 도심은 400여년 영

남의 정신적, 지리적 중심지로, 한국전쟁의 피해가 적어

근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격동의 근현대

사에 얽힌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산재된 지역관광자산들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

되고, 외곽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보

이는 대표적인 곳이다.16)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욱 악화

되면서 도심으로 오던 발길은 점차 줄어들었고, 상가 경

기 또한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원도심 재생의 해법이 보

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민선4기 윤순영 구청

장이 취임하면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전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멀리하고 원도심의 고유한 문화

와 자산에 주목하면서 역사문화도시로 방향성을 바꾸었

다.17) 그 결과, 2008년 1천여 개의 골목에 스토리를 입히

16) http://gu.jung.daegu.kr/new/culture/pages/tour/page.html?mc=843&

no=27&mode=view&bbs_id=board_110&start=0&key=&keyword=&

category=&search_date_start=&search_date_end=&dongcode=&DE

P_CODE=

17) 김성진, 천 개의 골목, 천 개의 스토리가 함께하는 근대의 여행,

대구 중구 근대골목투어,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 56호,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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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마산예술흔적골목

∙마산르네상스 시절의 예술사적 재조명과 시대적 배경의

추억거리 재연

∙50년대∼80년대 골목 모습 복원과 스토리텔링 식 이야기 연출

에꼴드창동골목
∙예술인과 예술 상인들이 융화하는 테마예술상업 골목

∙골목 모습 복원과 스토리텔링 식 이야기 연출

문신예술골목
∙조각가 문신선생을 재조명하는 문신예술세계

∙문신예술 활동과 관련된 체험 아트공간 및 테마상가

<표 9> ‘창동 예술촌 골목’의 분류

고 근대사를 담아내어 근대 골목을 조성하였고 ‘근대路

의 여행’이라는 골목투어를 상품화시키면서 2008년 연간

280명에 불과했던 골목투어 방문객은 2015년 114만 5천

여 명으로 급증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대구 근대골목의

가장 큰 성공적인 요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이다. 관 주도 방식이 아닌 지역주

민과 지자체, 전문가간의 협업과 역할분담을 하여 주민

들과의 소통, 이해관계 조정, 갈등해소 등을 해결하면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근대골목으로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18)

구분 내용

대상 대구 근대골목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포정동) 주변 일대

유 형

분 류

규모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제1코스 : 경상감염달성 길 (3.25km)

- 제2코스 : 근대문화골목 (1.64km)

- 제3코스 : 패션한방길 (2.65km)

- 제4코스 : 삼덕봉산문화길 (4.95km)

- 제5코스 : 남산100년향수길 (2,12km)

형성배경 지역주민 참여형 도심재생사업

테마 역사·문화 골목

<표 7> ‘대구 근대골목’의 유형 분류

구분 내용

평 가

항 목

상징성

골목 이미지

3·1만세운동길, 김광석길, 삼덕동거리 등 골

목 벽을 활용하여 사진, 그림, 벽화 등으로

각 골목의 이미지를 상징화.

골목 대표

건축물

대구근대역사관, 계산성당, 대구향교 등의

건축물과 문화재는 역사·문화 골목의 의미

를 상징하는 요소로 충분함.

지역성

주변지역과의

상호성

대구 반월당역을 중심으로 북구·서구·남구·

수성구 사이에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주변지역까지 경제적 영향을 줌.

공간 재구성
원도심의 위치·교통편의성·배경을 활용 및

정비하여 접근성을 확장.

전통성

문화유산 보존

경상감영을 비롯하여 400여년의 근대 문화

유산을 보존·활용하여 현시대에 소중한 역

사·문화의 가치를 제공.

문화유산 보존

골목을 활성화 시키면서 조선시대에 지내던

의식 및 행사를 다시 활성화시켜 역사·문화

적 의미를 제공.

문화·

예술성

축제 및 행사

약령시행사, 동성로축제, 봉산미술제, 화교축

제, 서문시장축제, 패션주얼리축제 등 골목의

코스별 의미와 부합하는 축제 및 행사를 개회.

체험 학습

근대골목인 만큼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는

있으며 동시에 근대문화체험관, 한방체험관,

경찰역사체험관 등 골목의 특정 체험을 제공.

심미성

사인 디자인

골목의 코스별 특색을 고려한 건축물 사인

및 안내 사인을 재정비하였으나 통일성 측

면은 미흡해 보임.

녹지공간조성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

공원, 건들바위역사공원 등 역사·문화와 녹

지공간을 동시에 조성.

지속

가능성

관광목적

이외의 의미

‘한반도’, ‘각시탈’ 등과 같이 영화나 드라마

의 촬영명소로 각광받으며 인프라 구축.

기타 서비스 기능

- 골목투어 신청

- 골목투어 앱 제공

- 골목투어 버스운행(청라버스)

<표 8> ‘대구 근대골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

(2) 창동 예술촌 골목

18) http://www.idaegu.com/?c=3&uid=346257

<그림 3>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그림 4> 창동예술촌 골목

창동 예술촌 골목은 급격하게 쇠퇴한 옛 마산의 원도

심의 상권을 재생시키기 위한 도심재생사업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1970년∼1980년대 마산 자유무역지역과 한일

합섬·한국 철강 등이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을 주도하면

서 마산은 전국 7대 도시로 부상하면서 서울 못지않은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부터 대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이전해가면서 마산 지역

전체가 불황의 그늘을 맞이하면서 창동도 차츰 잊혀졌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원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창

동 예술촌 골목’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침체로 인

해 비어버린 점포들을 임대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게 무상으로 내어주어 지역문화예술의 부흥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였다.

창동 예술촌은 ‘마산예술흔적골목’, ‘에꼴드창동골목’,

‘문산예술골목’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각 주제의 분위기

를 표현할 수 있도록 건물의 담장과 벽면을 공공 미술로

채우고 조명, 야외 전시 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였다.19)

창동 예술촌의 세 가지로 분류된 각 골목의 내용은 홈페

이지에서 다음 <표 9>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20) 또한

사업구역 내 골목 또한 전선을 지중화하고 바닥을 재포

장하는 동시에 건물 전면부도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구분 내용

대상 창동 예술촌 골목

일 반

사 항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24 (중성동)

주변 일대

규모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총 길이 : 약 400m

- 마산예술흔적골목 (약 100m)

- 에꼴드창동골목 (약 80m)

- 문신예술골록 (약 120m)

형성배경 지역주민 참여형 도심재생사업

테마 문화·예술 골목

<표 10> ‘창동 예술촌 골목’의 유형 분류

19)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20) http://www.changdongart.com/coding/sub01/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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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 가

항 목

상징성

골목 이미지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한 벽화, 작품 등 다채

로운 색상과 분위기로 예술촌의 이미지를

상징화.

골목 대표

조형물

마산의 3.15민주정신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불종’ 조형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념 조형

물.

지역성

주변지역과의

상호성

골목 재생을 통해 주변지역의 경기침체를

회복하였으며 문화부흥을 전파.

공간 재구성
원도심의 위치·교통편의성·배경을 활용하여

가로를 재정비.

전통성

문화유산 보존
1950년대∼80년대 골목의 모습을 복원하여

향수를 제공.

시대적 감성
마산르네상스 시절의 예술사를 재조명과 그

시대의 추억거리 재연.

문화·

예술성

축제 및 행사
아트페스티벌·콘서트·장터 등의 정기·상설의

축제 및 행사를 개최.

체험 학습

현재 총 50개의 입주시설 중 갤러리 아트샵,

손글씨 공방 등 12개의 체험공방을 운영하

여 현장체험기회 제공.

심미성

사인 디자인

골목의 갈림길 등에 통일된 디자인의 방향

유도 사인을 설치. 브라운 배경에 골목별 포

인트 색상(빨강,주황,파랑,보라)으로 분류.

건축물 파사드
예술공간을 가진 건축물마다 특색 있는 파

사드 디자인으로 시각적 개성을 보여줌.

지속

가능성

관광목적

이외의 의미
예술인 창출 및 지원을 통한 예술사업 확대.

기타 서비스 기능 - 작가와의 만남 개최

<표 11> ‘창동 예술촌 골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

창동 예술촌은 주민 참여형, 협력 거버넌스형, 통합형

도시 재생의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며, 창원

시의 도심재생사업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지방 자치 단체와 기관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으며 최

근 해외에서도 성공적 도심재생사례 연구를 위해 방문하

고 있다.

(3) 일본 쿠로카베(黑壁) 스퀘어

<그림 5> 쿠로카베 5호점 <그림 6> 쿠로카베 스케워 골목

일본 시가현의 북동부에 위치한 나가하마(長浜)시는

1970년대 초까지는 도시 규모의 상점가로 이루어진 시가

현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였다. 그러나 1975년경부터 교

외에 신도시를 비롯한 대형 상점의 출몰은 유통환경을

변화시켰고 나가하마의 재래시장은 급속히 침체되면서

골목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쇠퇴한 원도

심 나가하마는 1988년 주식회사 쿠로카베에 의해 다시금

빛을 볼 수 있었다. 쿠로카베(黑壁)는 ‘검은 벽’이라는 뜻

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제3섹터 방식으로, 상인을 주축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힘을 보태 골목상권의 재생을 꾀했다. 사업의 주요테마

는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에서 할 수 있으며 심미적·기술

적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

는 유리공예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가게와 공방을 넓

혀가기로 결정하였다. 자국과 유럽의 유리공예산업을 시

찰하면서 유리공예산업의 기반을 다졌고, 사업에 적합한

값이 저렴하고 도심 시가지에 위치한 대규모 건물들을

사들여 사업을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예술 및 디자인

학과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유리공예산업을 전문화시킴은

기술 및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해외연수

를 통한 인재 육성에도 힘을 썼다. 마침내 검은색 회반

죽으로 마감된 검은 벽 은행을 쿠로카베 점포 1호를 필

두로 쿠로카베 스퀘어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21) 사라

져가던 원도심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

가 되었으며, 쿠로카베 스퀘어는 현재 유리공예관(1·2

호)을 비롯하여 일반음식점(3·18호), 유리갤러리(6호), 특

산품관(25호)등 35개의 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그 외의

골목상권들은 마을 만들기 사무소 ‘마치즈쿠리’의 관리

하에 골목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골목은 검은 벽의 쿠로카게 1호점을 따라

다른 건물 벽도 검게 칠하고 검은 기와를 올리면서 일본

의 전통가옥 양식을 보존함과 동시에 골목에 심미적 정

체성을 부여했다. 또한 증가하는 방문객을 위해 골목의

빈 공간을 휴식 공간 및 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하였다.

구분 내용

대상 일본 쿠로카베 스퀘어

일 반

사 항

위치 12-38, Motohama-cho, Nagahama-shi, Shiga-ken

규모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진 마을 (1.5km²)

형성배경 지역주민 참여형 도심재생사업

테마 문화·예술 골목

<표 12> ‘일본 쿠로카베 스퀘어’의 유형 분류

구분 내용

평 가

항 목

상징성

골목 이미지
‘쿠로카베(검은 벽)’를 나타내는 검은 벽의

건축물은 골목의 이미지를 상징화.

골목 대표

건축물

메이지 시대에 은행으로 사용되었던 ‘쿠로카

베 1호점’은 현재 골목의 테마인 유리공예관

으로 대표하고 있음.

지역성 공간 재구성
원도심의 유리한 특성(사업주제, 교통편의성,

값싼 건물 등)을 반영한 사업 확장.

전통성

문화유산 보존
애도시대∼메이지시대의 일본식 전통가옥의

형태를 보존 및 복원.

시대적 감성
일본 전통의 인력거, 의상들은 과거를 회상

케 하는 요소로 적용.

문화·

예술성

축제 및 행사
일본3대 축제인 400년 전통의 ‘히키야마 마

츠리’를 매년 4월 개최.

체험 학습
유리 체험교실, 버너 워크교실, 장식 오르골

제작 체험교실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

심미성

사인 디자인 골목 곳곳마다 일본풍의 현수막 사인들이 설치.

건축물 파사드
건축물의 마감재를 검은색 회반죽으로 칠하고

검은기와를 사용하여 통일성 있는 파사드 형성.

지속

가능성

관광목적

이외의 의미

일본 최대의 유리공예로 거듭나 해외 유리

공예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의 국제

화를 모색.

기타 - -

<표 13> ‘일본 쿠로카베 스퀘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

21) 권오혁·서충원, 중소도시의 부동산 개발과 도심지 재생 전략 –일본 나

가하마시의 쿠로카베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통권 제8호, 2002.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3호 통권122호 _ 2017.0610

(4) 중국 타이캉루 티엔즈팡(田子坊, Tianzifang)

<그림 7>

티엔즈팡, 골목입구

<그림 8>

티엔즈팡, 골목풍경

‘티엔즈팡’은 중국 상해 중심지인 루완구에 위치한 타

이캉루(泰康路) 210롱(弄) 골목의 명칭이다. 티엔즈팡은

옛 프랑스 조계지의 골목으로, 20세기 초 상해 근대공업

을 이끌었으며 골목은 공장과 주거지가 혼합된 지역이

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상해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

화로 티엔즈팡 일대 지역은 노후 산업과 주거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1990년대 상해가 국제도시로 탈바꿈하

면서 도심 제조업체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22) 단지

서민들의 허름한 거주지로만 남게 된 타이캉루는 1998년

12월 가난한 소수의 예술인들이 들어오면서 변모하기 시

작하였다. 이후 450m 남짓한 티엔즈팡 골목에 각지의 예

술인들이 몰리면서 골목 주변 타이캉루에는 공방, 카페,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문화·예술 골목으로써 주목을

받게 되었다.23) 티엔즈팡은 마스터플랜 없이 주민들의

자발적 골목재생 사업으로, 티엔즈팡의 잠재력을 발견한

투자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골목과 주변

을 상권을 문화·예술을 위해 개방시켜주며 골목재생의

장려를 바라였다. 티엔즈팡 골목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

하는 곳으로, 현재 폐공장을 활용한 다양한 갤러리와 공

방 등 예술 관련 시설들이 기존의 리롱(里弄, 골목)주택

과 혼합되어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가운데 골

목을 두고 2∼3층으로 지어진 리롱 주택은 스쿠먼(石庫

門)양식을 사용하여 석고문 주택이라고도 한다. 티엔즈팡

골목은 재생 과정에 있어서 전통이 있는 스쿠먼 주택양

식을 보존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정체성을 가진

문화·예술 골목이다. 또한 르완구 정부에 의해 ‘타이캉루

역사보존구역’으로 승인되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창조

적 산업을 위한 명소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

다.24)

22) 장유경·오광석·유재우, 상하이(上海) 티엔쯔팡(田子坊)의 형성과 공

간 변용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13.2

2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210

24) 정재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른 도시주거 재생방식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8권, 제4호, 2012.4

구분 내용

대상 중국 타이캉루 티엔즈팡

일 반

사 항

위치 상해 루완구 타이캉루 210弄

규모

보행자전용도로

- 타이캉루 210弄 : 티엔즈팡 골목 (약 450m)

- 타이캉루 블록 (15000m²)

형성배경 지역주민 주도형 도심재생

테마 문화·예술 골목

<표 14> ‘중국 타이캉루 티엔즈팡’의 유형 분류

구분 내용

평 가

항 목

상징성

골목 이미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건축양식의 결

합과 공존.

-
골목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건축물 또는

조형물이 미흡.

지역성 공간 재구성
상해라는 대도시 속에서 과거 공업단지였던

지역의 특성을 살려 폐공장을 재이용.

전통성 문화유산 보존
19세기 후반 벽돌벽을 이용한 중국의 전통

집합주거 유형인 ‘리롱주택’을 보존.

문화·

예술성
-

문화·예술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볼거리와

살거리에 비하여 골목의 의미를 전달할 축

제나 체험문화가 부족.

심미성

건축물 파사드

화강석 또는 벽돌로 이루어진 반원형 또는

삼각형의 돌대문이라는 중국 전통가옥 양식

‘스쿠먼(석고문)’을 보존.

녹지공간 조성
기존의 녹지를 보호하고 오픈스페이스를 하

여 쾌적한 공간 확보.

지속

가능성

관광목적

이외의 의미

36개국 이상의 예술가 집단 지역으로 세계

화에 앞장서며, 주거와 문화·예술과의 커뮤

니티 유지.

기타 - -

<표 15> ‘중국 타이캉루 티엔즈팡’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

3.4. 소결

지금까지 국내외 성공적인 골목재생 사례를 유형 분류

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례분석의 종합은 <표 16>과 같다.

국내외 성공적인 골목재생 사례분석을 종합한 결과,

골목들의 규모는 작은 골목길에서 블록 형태의 큰 공간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및 관주도 방식이 아닌 주

민의 참여를 통한 재생임을 보여 주고 있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의 분석 결과, 상징성의 ‘골목 이미

지’, 지역성의 ‘공간 재구성’, 전통성의 ‘문화유산 보존’,

지속가능성의 ‘관광목적 이외의 의미’ 네 가지 요소가 정

체성을 가지는 골목의 공통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즉, 골

목이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골목만의 상징적인 이미

지를 가져야하며, 골목이 작은 길목이 아닌 지역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고, 오랜 시간 속에서 생겨난 문화유산

과 같은 전통적 요소들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또

한 골목이 방문객들의 관광만이 목적이 아닌 골목 자체

의 또 다른 의미나 추진 목적 등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지속가능성한 골목으로써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3호 통권122호 _ 2017.06          11

대상

구분

대구 근대

골목

창동 예술촌

골목

쿠로카베

스퀘어

타이캉루

티엔즈팡

유형

분류

규모 14.61km 400m 1.5km²
450m

(15000m²)

형성배경 주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테마 역사·문화 문화·예술 문화·예술 문화·예술

상징성

골목 이미지 ◉ ◉ ◉ ◉

골목 대표

건축물
◉ ◉

골목 대표

조형물
◉

지역성

주변지역과

의 상호성
◉ ◉

공간 재구성 ◉ ◉ ◉ ◉

전통성

문화유산

보존
◉ ◉ ◉ ◉

시대적 감성 ◉ ◉

문화·

예술성

축제 및

행사
◉ ◉ ◉

체험 학습 ◉ ◉ ◉

심미성

사인 디자인 ◉ ◉ ◉

녹지공간

조성
◉ ◉

건축물

파사드
◉ ◉ ◉

지속

가능성

관광목적

이외의 의미
◉ ◉ ◉ ◉

기타 서비스 기능 ◉ ◉ `

<표 16> 사례분석의 종합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정

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징성 항목에

서는 특정 건축물과 조형물이 골목을 대표하기도 하며,

지역성의 항목에서는 주변지역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지역의 동시다발적 부흥을 꾀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시대적 감성들을 그 시대의 의식, 행위, 시대적

물품 등으로 전통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문화·예술성은

골목만이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또는 체험학습 등으로

방문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교류하고 있다. 심미성은

골목을 나타내고 안내하는 사인 디자인, 녹지공간 조성,

건축물 파사드 등으로 시각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

지막으로 기타의 항목에서는 골목을 위한 추가 기능과

서비스 부문들이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작은 요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골목은 그 지역의 오랜 역사를 기록하고 형성단계부터

변천과정까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들의 생활과 소통의 공간으로써 역사적·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무분별한 신도심의 형성은 원도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포함된 골목들은 방치되어 점차 낙후되어

져 옛 모습과 정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골목재생 성공사

례를 중심으로 낙후된 골목의 재생에 있어서 정체성의

필요성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되어진

연구 내용을 토대로 낙후된 골목재생에 있어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골목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긍정적 재생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후된 골목을 효과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골목만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정체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 또는 문화와 예술 등이 정

착을 하여 지역의 대표적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

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대구 근대골목’

은 쇠퇴하는 원도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여러 방안들

을 모색하던 중에 한국전쟁 이후 보존되어진 근대 문화

유산들을 바탕으로 지역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갔다.

그 결과 골목투어를 앞세워 ‘대구 근대골목’이라는 명소

가 탄생하였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었다. ‘창동 예술촌 골목’과 중국의 ‘타이캉루 티엔

즈팡’은 사회적 경제적 중심이 옮겨가면서 발길이 끊기

며 생겨난 빈 점포들을 활용하여 예술인들을 불러 모으

면서 문화 예술 골목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지역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일본의 ‘쿠로카베

스퀘어’는 도시 규모의 활발한 상점가였지만 시대의 변

화로 무력해진 지역을 주식회사 쿠로카베가 유리공예산

업을 들여와 산업에 적합한 지역의 입지조건과 폐 공장

들을 활용하여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노력 끝에 해외 전

문가들이 방문할 정도로 세계적인 유리공예산업의 중심

지가 되었다. 이렇듯 낙후된 골목이 자신만의 역사 지역

전통 문화예술 등의 배경을 존중하고 숨어있는 정체성

을 이끌어낸다면 방문객 및 관광객을 유입하는 랜드마크

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골목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로 하다.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 재생을 보여주는 골목들은 골목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상징적인 골목 이미지를

가지면서, 문화재·건축양식·시대적 감성 등의 지역사회의

가치 있는 전통과 향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골목은

공간 자체만이 아닌 지역적 가치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재생이 필요하다. 축제 및 체험학습과 같은 문화·예술적

행위들은 공간과 방문객들과의 소통의 역할을 하여 유대

감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골목은 관광과

명소의 의미에서 확대되어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과 추가

적 의미 부여를 통하여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골목이 가지는 정체성의 요소들은 동일한 테마의

다른 골목들과 차별화를 주는 동시에 골목만의 상징적

이미지와 경험의 지표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대부분의 도심재생사업들에서 보이듯이 정

부와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또는 골목 상인)과의 상호

보완적 커뮤니케이션이 필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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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인들은 골목의 실제적 주인이며 지역사회의 변화

를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이서 느끼면서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하

고 결핍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방적

사업이 아닌 지역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꾸준한 투자와 골목의 정체성의 수준향상에 노력

을 기울여야만 낙후된 골목의 재생사업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골목으로써 정착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급속도로 발달하는 현시대에서 단지 미관상의 아름다움

과 가로의 통일화를 위한 물리적 형태보다는 지역의 역사

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과 장소성을 더욱 중요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이와 같은 골목재

생 연구 또는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골목의 의미와 잠

재력을 넓은 통찰로 인지하여 관 주도의 재개발이 아닌

민·관 협력의 재생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 지역과 골목만

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찾아주고, 상징적·지역적·전통적·문

화·예술적·심미적·지속가능성 등의 복합적 요소들을 바탕

으로 정체성을 뒷받침하여 확립한다면 골목재생사업의 긍

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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