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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_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2_과업 범위, 추진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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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업 개요

1 ∙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 과업 추진 배경

◦ 돈화문로 지역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나 인근 인사동, 북촌마을과 비교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

고, 익선동 상업지구를 제외하면 인적이 드문 편임

◦ 6월 서울시 우리소리박물관, 서울돈화문국악당 등 확충된 국악 관련 시설 및 자원 연계 계획 발표

(국악발전 2025 전략)

‐ 지역 연계 국악 관광상품 개발 추진 

◦ 현재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이 수립 중이고 골목길 재생사업이 추진 중임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중(2020~2021) 

‐ 운니동·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2019~2021)

‐ 권농동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2020~2022)

‐ 돈화문로11가길(피맛길) 골목길 재생사업(2020~2022)

◦ 국악로를 비롯한 돈화문로 지역 일대를 국악의 메카로서 많은 내외국인이 찾은 지역으로 만들기 

계획이 발표되고, 여러 골목길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과업 목적

◦ 국악로를 중심한 돈화문로 일대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발굴 및 재조명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지역 이미지 개선

◦ 지역(장소)성 재조명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돈화문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가 (재)

방문하고 싶은 공간(지역) 조성하기

◦ 인근 인사동, 북촌, 창덕궁을 찾는 다양한 방문객들이 연계 방문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의 도약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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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업 범위, 추진 일정 및 방법

1)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과업의 시간적 범위: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 ~ 일제 ~ 현재

‐ 검토 자료 기준: 1920년~현재

￭ 공간적 범위

◦ 행정동: 종로1~4동 일부

◦ 법정동

‐ 익선동, 돈의동, 와룡동, 묘동, 봉익동, 훈정동, 장사동

‐ 운니동, 낙원동, 경운동, 권농동, 종로2가, 종로3가 각 일부

◦ 과업 공간 범위 경계 

‐ <동> 종묘(동순라길), <서> 삼일대로, <남> 종로3가+세운상가, <북> 율곡로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 일부 + 종묘 + 종묘광장공원 + 세운상가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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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 범위

◦ 여건 및 현황 분석

◦ 돈화문로 대표 장소 종묘, 탑골공원, 익선동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 돈화문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2) 과업 추진 일정 및 추진 방법

￭ 과업 수행 기간: 2020.10.01. ~ 2020.12.31.(3개월) 

￭ 문헌 조사: 2020.10. ~ 2020.12.

◦ 지역 자원 발굴을 위해 관련 참고 자료 검토 

‐ 익선동, 정세권, 서울미래유산 등 돈화문로 일대 관련 참고 자료 검토

‐ 뉴스 검색: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1920~1999), 빅카인즈(1990~현재) 활용

‐ 구글 검색: 참고도서 및 뉴스 검토 내용 바탕으로 웹 자료 검색

◦ 국악 문화 향수 실태 현황 자료 검토

￭ 지역 현장 조사

◦ 지역 자원 파악을 위해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과 종묘 시간제 관람 활용

‐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 3.1운동길(11/10), 종로1~4가(11/11), 익선동(11/12)

‐ 종묘 시간제 관람(11/5)

◦ 기타 지역 현장 조사: 기간 내 수시

￭ 돈화문로 지역 인식 설문조사

◦ 돈화문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개선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지역(자원)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 실시 

‐ 설문목적: 돈화문로 지역 기 방문객과 잠재 방문객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이미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 설정 

‐ 설문기간: 2020년 12월 2일 ~ 2020년 12월 11일 

‐ 설문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 병행

◦ 설문내용

‐ 종묘·탑골공원·익선동 이전 방문 여부 / 향후 방문 의향 

‐ 해당 장소와 함께 떠오르는 연상단어

‐ 해당 장소에 대한 느낌 / 이미지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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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및 현황

1_국내 전통예술(국악) 향수 현황

2_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3_역사·문화 자원 현황

4_빅카인즈 연관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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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여건 및 현황

1 ∙ 국내 전통예술(국악) 향수 현황

1) 여가활동으로서의 전통예술 현 주소1)

■ 여가활동으로서의 지난 1년 간 전통예술 관람률

◦ 최근 3년간 여가활동으로서 국악·민속놀이 등의 전통예술 관람률(전국)은 5.0%로 매우 낮은 편이

며, 서울시민 관람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임

출처: 문화셈터(각 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림 2-1] 지난 1년 전통예술 관람 경험 응답률  2016/2018/2019 

■ 문화예술별 전통예술 1년 이내 교육 경험률

◦ 1년 이내 전통예술 교육 경험은 0.9%로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문학행사의 교육 경험률보다 낮게 

나타남

1년 이내 문화예술별 교육 경험

분야 교육경험(%)

문학행사 1.4
미술전시회 2.8
서양음악 1.9
전통예술 0.9

연극 0.7
무용 0.6

원 자료출처: 문화셈터(각 년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그림 2-2] 1년 이내 예술 교육 경험률

1) 확률표본·면접조사로 만 15세 이상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승인통계 “국민여가활동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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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행사 전통예술 직접 관람 경험률

◦ 문화예술행사 전통예술 직접 관람률은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참여율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경험률은 열 명중 한 명만이 직접 관람한 수준임

◦ 전통예술 직접 관람률은 대중음악, 연예 행사 관람률의 절반 수준임

 

※참여율(%) = 100.0 - “관람 경험 없음” 응답률  

원 자료출처: 문화셈터(각 년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그림 2-3] 문화예술행사 전통예술 관람률 변화 추이 2010~2019 

구분 (단위: 회) 2014 2016 2018 2019

전통예술
평균 0.1 0.1 0.2 0.2

관람자 평균 1.4 - 1.8 1.7

서양음악
평균 0.1 0.1 0.2 0.1

관람자 평균 1.6 - 1.9 1.9

대중음악/연예
평균 0.5 0.5 0.4 0.4

관람자 평균 5.7 - 1.7 2.1

<표 2-1>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횟수

■ 문화예술행사 전통예술 직접 관람 의향

◦ 문화예술행사 전통예술 직접 관람 의향은 관람 경험률과 비슷한 수준인 11.8%임

◦ 산업이라고 불리는 연극, 뮤지컬 분야 관람률은 전 세대 고른 편임에 반해 전통예술은 10대를 제

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직접 관람 의향을 보임

구분(단위: %)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

전체  8.3 15.6  7.4 11.8 21.0 23.2 4.5 81.7 30.0

연령별

15~19세 12.9 18.5  9.2  8.0 25.2 27.6 4.1 95.7 39.0
20대  9.6 22.0  8.7  7.4 29.7 32.8 4.8 97.5 38.8
30대 10.1 21.3 10.5  9.7 28.7 33.6 4.8 93.4 30.2

40대  9.7 15.8  8.3  9.9 22.9 28.6 5.0 91.3 29.3

50대  7.4 13.1  7.5 13.1 16.8 20.6 4.1 83.4 31.9
60대  6.1 10.5  4.0 15.8 13.4 10.4 5.2 66.5 23.0

70대이상  3.6  7.5  2.6 18.8  8.7  3.9 2.6 36.5 19.0
자료: 문화셈터(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표 2-2> 2019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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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1) 기 수립 도시·공간 관련 계획 

◦ 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 시 상위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계획의 기조 및 전략 

내용을 검토함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16) 

미 래 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핵심이슈

 ∙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 돈화문지역 관련 목표 및 전략

‐ [사람중심 도시]  목표3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 <3-3> 나눔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

‐ [상생도시]      목표2  경제 주체간 동반 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 <2-1>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 <2-3>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 [문화도시]      목표1  경제 주체간 동반 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 <1-1> 역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공간구조 형성

                       : <1-2> 시민의 역사자원 접근성 개선

                       : <1-3> 역사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 <1-4> 실행력 있는 역사보전의 추진

                 목표2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 <2-1>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 2030 서울 생활권 계획(2018) - 혜화·이화 생활권

미 래 상 역사·문화·예술의 향기를 머금은 활기찬 혜화·이화 생활권 

목    표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도심으로서 정체성 확립

 ∙ 도심형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활성화

 ∙ 특성주거지에 대한 보전, 관리방안 마련

 ∙ 보행중심의 특화가로 조성 및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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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화문지역 관련 목표 및 전략

‐ 역사도심으로서 정체성 확립: [전략1] 역사자원간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

‐ 도심형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활성화: [전략4] 귀금속 앵커시설 건립을 지원 체계 구축

‐ 특성주거지에 대한 보전, 관리방안 마련: [전략7]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 보행중심의 특화가로 조성 및 부족한 생활기반 시설 확충: [전략9] 보행특구 및 보행중심가로 조성

￭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 

◦ 북촌·인사동·돈화문로 지역

‐ 역사적 품격과 매력을 살려 서울 시민과 주민이 자긍심을 갖는 역사문화거점으로 위상 강화

￭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2013)

◦ 익선동 지구단위계획(2018): 익선동 한옥 밀집지역 지정(2018)

2) 완료된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2015~2019)

◦ 4대 역사인문재생사업 추진

‐ 왕의 거둥 길 돈화문로: 궁궐 가는 길 조성

‐ 대한민국 탄생의 기초 삼일대로: 3.1운동 기념 시민 공간 조성

‐ 저자로 나온 궁중문화 낙원~익선: 의식주락(衣食住樂) 신흥문화 재창조 거점 조성

‐ 귀금속산업의 중심 서순라길: 특화산업 기반 공예창작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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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2018~2020)

‐ 돈화문로(창덕궁~종로3가역, 800m), 서순라길(종묘 서측 담장 옆, 800m), 삼일대로(낙원상가 하부, 160m), 

돈화문로10길(낙원상가~종묘, 140m)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3)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도시·공간 계획 및 사업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중(2020~2021) 

◦ [2020~2030] 돈화문로 일대 147,860㎡

‐ 와룡동, 권농동, 운니동, 익선동, 묘동, 봉익동, 돈의동

￭ 운니동·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2019~2021)

◦ 종로구 운니동·익선동 삼일대로32길 일대: 연장 1,100m / 면적 28,000㎡

‐ 쉼터, 노후된 외관 개선 및 나대지 정비 등 환경 개선

￭ 권농동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2020~2022)

◦ 종로구 권농동, 와룡동 일대: 연장 1,100m / 면적 28,000㎡

‐ 공예마을 만들기(간판, 프로그램 등), 쉼터 및 녹지계획, 보행환경 개선

￭ 돈화문로11가길(피맛길) 골목길 재생사업(2020~2022)

◦ 종로구 와룡동 돈화문로 11가길 일대: 연장 500m / 면적 8,000㎡

‐ 옛 피맛길의 역사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골목길 보전

4) 문화 관련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2016)

◦ 목적: 모두를 위한 모두의 문화

◦ 목표 및 추진과제

문화주권 문화공생 문화재생 문화창조 문화협치

∘ 선언적 권리
 ⇒ 실질적 권리

  

∘ 시민을 객석에서 
 무대로

∙ 함께 즐기는 ⇒  
 함께 나누는 공동체

∘ 포용적인 공동체로

∙ 지역을 삶이 있는 
 일상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 문화를 담아내는 
 재생으로

∙ 역사를 존중하는 
 도시로

∘ 창조경제의 세계
허브로

∘ 예술인과 창의인재
가 모이는 기회의 
도시로

∘ 문화정책을 관 주도
⇒조정과 협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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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악 발전 2025 전략(2020)

비    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즐기는 국악

3대 전략
생활 속 국악 향유권 

확대
인적·물적 창작역량 강화

세계인이 즐기는 
국악관광 활성화

3대 정책분야 시민 모두가 즐기는 국악 새롭게 성장하는 국악 세계와 교류하는 국악

6대 핵심과제

1-1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확대

2-1 국악인 창작 지원 

강화

3-1 세계의 음악으로 
국악 글로벌화

1-2 일상에서 만나는 

가까운 국악

2-2 국악로 중심 

창작 기반 강화
3-2 국악 관광 콘텐츠 확산

◦ 돈화문로 지역 관련 세부 사업

‐ [1-1-④] (시민·어르신) 시민 국악 강좌 운영, (중장년) 50플러스캠퍼스 연계 권역별 국악 강좌 운영

‐ [1-2-①] (시민이 모이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국악 한마당 - ‘잘생겼다 서울’ 명소 

‐ [1-2-④] (생활문화) 국악 생활문화 활성화: 국악 동아리 발굴, (국악로) ‘시민국악페스티벌’ 개최, 국악 

버스킹 확대

‐ [2-1-①] (국악인) 국악인 창작 활동·공간 지원: 국악인 창작 전용 공간 조성(2022~, 국악당 내부 전용공간 

또는 북촌, 국악로 등 임대로 전용공간 확보) 

‐ [2-2-①] 국악로 중심 창작 기반 강화: (거점) 국악로 ‘국악의 메카’로 육성 

          ∙ 국악 전용 생활문화센터(체험공간, 2023 개관)

         ∙ 국악벨트 활용 ‘국악둘레길 관광코스’ 개발·운영(운당여관, 국악사양성소), 창덕궁 앞 상설 국악 

퍼포먼스 프로그램 운영, 관광 상품화 주력

          ∙ 국악로 특화거리 조성: 국악이 매일 울려 퍼지는 국악로 특화거리 조성, 시민 국악 페스티벌 

개최, 대한민국 국악제 개최, 차 없는 보행전용 거리 행사

‐ [2-2-②] 서울국악센터 설치(시 국악사업 총괄 허브 기관, 설치 장소 미정)

‐ [2-2-③] 국악특화 생활문화센터 설치(공공한옥 우선 검토, 2023년 개관 목표)

‐ [2-2-④] 국악 거점시설 특성화: 돈화문국악당, 우리소리박물관 운영(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3-1-③] (외국인) 외국인 대상 국악 강좌 운영(체험 강좌, 국악 경연대회 개최)

‐ [3-2-①] (콘텐츠) 국악 관광 콘텐츠 확산: (관광코스) 상설 국악 관광 투어 둘레길 개발, 국악로 맵 제

작·배포, 인바운드 여행사 관광 설명회 개최

‐ [3-2-②] (축제) 세계적 국악 관광 축제 육성

           <신규> - 시민국악 페스티벌(11월 돈화문로 일대)

             <확대> - 9월 대한민국 국악제(돈화문로), 6월 서울 국악 축제(돈화문국악당, 국악로 외 다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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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 관련

￭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

비    전 모두를 위한 지속 성장 스마트 관광도시

기    조

 [재생]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사회적 자산 가치를 재발견하고 활용

 [사람] 시민, 서울 방문 내·외국인 등 ‘관광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협치] 관광업계, 국내외 도시와 협력을 통해 서울이 지향하는 가치 실현 

5대 전략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매력도시

편리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관광도시

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

대표도시로서

책임을 다하는

관광리딩도시

￭ 종로관광 마스터플랜(2019~2023)

비    전 전통을 안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지속성장 관광도시

핵심가치

  [Unique]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Sustainable]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Together]    주민과 함께하는 

목    표
지자체 관광경쟁력 

리딩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고품격 문화관광거점도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 

4대 전략
이야기를 담은

관광 공간 조성

종로만의

대표 관광 브랜드 
육성

지속 가능한

관광 플랫폼 
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주민 참여형 
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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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 자원 현황

1) 역사 자원2)

◦ 조선시대 왕족이 살던 궁, 금위영, 종부시, 비변사 등 주요 기관 옛터와 옛 물길이 위치함

‐ 운현궁(사적 제257호):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의 저택으로 고종이 탄생하여 즉위하기 

전 12살까지 살았던 잠저

‐ 누동궁: 제25대 왕 철종의 생부 전계대원군의 종손들이 머물던 사저로 그 중 산정사랑은 조선물산장려

회관(1929~1931)으로 사용됨 

‐ 금위영: 1682년(숙종 8) 국왕 호위와 수도 방위를 위해 중앙에 설치한 군영

‐ 비변사: 조선 중·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

이미지 출처: 서울시(2018),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21

[그림 2-4] 돈화문로 지역 옛터와 물길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나무위키(https://namu.wiki),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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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 자원3)

◦ 돈화문로 일대는 궁중 연희음악가, 무용가를 비롯한 민속 가무악의 명인명창들이 거주했거나 후배

양성을 위해 운영했던 전수소·교습소 밀집한 대한민국 국악의 성지임

◦ 이왕직아악부(운니동 98-5 주변 일대, 現 삼환빌딩 자리)

‐ 현 국립국악원 전신. 1925년 이왕직아악대에서 이왕직아악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니동 청사로 이전‐ 광복 직전까지 종묘·문묘 제향에 제례악을 연주하고, 아악생 양성 / 아악 방송 / 악서 및 악보 편찬 / 악기 

제작 등의 활동을 함

◦ 공간사랑 소극장(원서동 228, 現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4)

‐ 1978년 2월 사물놀이(꽹과리, 장구, 북, 징)가 탄생한 곳

‐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하고 운영하던 공간사옥에 위치한 공간

사랑 소극장은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실

험적인 무대가 펼쳐졌던 곳

◦ 운당여관(●10: 운니동 65-1, 現 월드오피스텔)

‐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 박귀희가 1958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한 여관으로 대한민국 국수전이 300회 

이상 열린 바둑의 명소이기도 한 곳

‐ 특히 문인, 예술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한옥 여관으로 한옥 7채 중 6채가 남양주 종합촬영소세

트장에 이전 복원됨5)

◦ 오진암(◆46: 익선동 34-8, 現 이비스앰배서더호텔) 

‐ 서울시 등록음식점 1호이자 삼청각, 대원각 등과 함께 서울 

3대 고급 요정으로 명인명창들이 공연하던 곳이기도 하지만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박성철 부수상이 

7·4 공동성명을 사전 논의한 곳임

‐ 오진암 건물 자재 일부를 활용하여 부암동에 ‘무계원’을 건

립함

◦ 조선성악연구회관(◆55: 익선동 159, 피맛길 면한 곳은 

음식점, 골목길 쪽은 현재 공실)

‐ 박록주 명창 후원자 김종익이 구입해 준 한옥을 조

선성악연구회에 기부함

‐ 조선성악연구회관(1937~1943)의 연구회 사무실, 공연 

연습 장소, 후학 양성 장소로 활용되었던 곳

3) (사)청강정철호전통예술진흥회․·노재명(2018), 『정철호 아쟁산조 작곡집』, 위키백과 내용 참고

4) 조선일보, 2020-06-12, “[무대 위 인문학] 1978년 첫 등장…꽹과리·장구·북·징 네 악기가 흥 돋우죠”

5) 오마이뉴스, 2009-07-15, “운당여관을 아시나요?”

공간사랑소극장(현, 아리리오뮤지컬 인 스페이스

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howun
헐리기 전 오진암 입구

 

조선성악연구회 터 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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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각사지(◆7: 종로2가 38-1, 現 탑골공원)

‐ 일제 강점기에 명창들이 하던 곳

◦ 대각사(●26: 봉익동 1번지 일대, 현 주소지 봉익동 3)

‐ 3·1운동 33인 민족대표 중 불교 대표 용성스님이 세운 절

‐ 1945년 12월 12일 김구선생과 임시정부요인을 위한 귀국봉영회가 

열렸던 장소이자 박록주가 용성스님을 만나러 자주 찾았던 곳

내용 참고 및 그림출처: (사)청강정철호전통예술진흥회․·노재명(2018), 『정철호 아쟁산조 작곡집』, p.199, 일부 내용 추가

[그림 2-5] 과거 국악인 거주지 및 국악 관련 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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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악 관련 기관 및 업체 분포 현황

◦ 돈화문 건너편에는 서울시가 조성한 서울돈화문국악당(2016년 9월 개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2019년 

12월 개관)이, 국악당 옆 골목인 율곡로10길에 서울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이 입지함 

◦ 종로구는 종로1-4가동 주민센터에 우리소리도서관을 개관하여 2017년 12월부터 운영해 옴 

◦ 판소리, 민요 등의 전수소와 국악기를 판매하는 국악사 등은 대부분 돈화문로(국악로)를 비롯한 대

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 건물에 여러 국악 관련 업체 함께 입지하는 경우가 많음

 서울시

 종로구

그림출처: 구급맵(https://www.google.co.kr/maps) 활용

[그림 2-6] 국악 관련 기관 및 업체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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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

1) 탑골공원

◦ 빅카인즈에서 검색어 ‘탑골공원’으로 검색된 기사의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년의 연간 '탑골공원' 검색 기사의 연관어 분석에서 

2010, 2019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들’이었음

연도 분석기사수 탑골공원 연관어 단어 구름 비고

2000 331건

2005 223건

2010 210건

<표 2-3> 검색어 ‘탑골공원’ 기사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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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분석기사수 탑골공원 연관어 단어 구름 비고

2015 329건

2018 446건

2019 857건

⁃ 온라인 탑골 
공원 등장

⁃ 3·1운동 
100주년

2020 542건

⁃ 온라인 
탑골공원 
영향 지속

⁃ 복면가왕 
탑골공원 
출연

<표 2-3> 검색어 ‘탑골공원’ 기사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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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선동

◦ 익선동 검색어 기사는 201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고 연관어에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등장함

연도 분석기사수 익선동 연관어 단어 구름 비고

2010 40건

2015 35건

2016 136건

<표 2-4> 검색어 ‘익선동’ 기사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20 돈화문로 지역 역사 ․ 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 2017년부터 ‘익선동’‘핫플레이스’라는 이미지가 구축되기 시작하여, 2018년, 2019년 지속됨

‐ 2017년에 연관어로 첫 등장한 ‘핫플레이스’는 2018년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연관어였으며, 2019년에도 

성수동 다음으로 비중이 높음

‐ 2020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익선동을 방문해서 그 여파로 ‘확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연도 분석기사수 익선동 연관어 단어 구름 비고

2017 179건

2018 395건

2019 536건

2020 253건 *

<표 2-4> 검색어 ‘익선동’ 기사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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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돈화문로 지역 인식 조사

1 ∙ 돈화문로 지역 인식 조사 개요

1) 설문 개요

◦ 돈화문로 지역 내 명소인 종묘, 탑골공원, 익선동에 대한 인식과 방문 의향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향후 지역이 지향해야할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돈화문로 지역 인식 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 2020년 12월 2일부터 11일(10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 병행

◦ 온라인 조사

‐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지 작성 후 웹페이지 주소 홍보

‐ 홍보: Kakao Talk, Facebook, Instagram 등 SNS과 당근마켓 등에 온라인 설문 웹주소 공유 

‐ 오프라인 조사: 종로구청, 구 일부 동 주민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에서 설문 조사를 함6)

￭ 조사내용

◦ 종묘/탑골공원/익선동 이전 방문 여부와 향후 방문 의향

◦ 종묘/탑골공원/익선동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

◦ 종묘/탑골공원/익선동의 이미지 또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 분석방법

◦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함

◦ 연상단어와 형용사에 대해서는 R을 이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함

6) 당초 180부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하였으나, 설문기간 도중인 12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격상됨에 따라, 이후는 
당근마켓 등 지역커뮤니티에 홍보하여 종로구민 응답을 확보코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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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 돈화문로 지역 인식조사 응답자 남녀 비율은 약 3:5임

‐ 남성 37.1%, 여성 62.9%

◦ 오프라인 응답자와 온라인 응답자 비율이 1:4로 온라인 설문 비중이 높아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령대의 참여율이 낮음

‐ 온라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60대 이상은 전체 응답자 중 7.1%에 불과함

‐ 연구자와 조사원 개인 SNS 홍보로 온라인 설문이 주로 진행되다보니 10대의 설문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설문 홍보 한계로 수도권 거주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5.8%를 차지함

‐ 종로구민: 46.6%

  ⁃ 오프라인 조사가 종로구민 응답 확보를 위해 진행되어서 종로구민 응답 비중이 높음

‐ 종로구 외 서울시민: 29.2%

◦ 해외 거주 응답자는 1명이었으므로, ‘수도권 외 국내’에 포함하여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문 내용을 분석함 

구분
전체

유효응답 N 유효응답률(%)

성   별

남    성 141  37.1

여    성 239  62.9

전    체 380 100.0

연   령

16~20세  38  10.0

21~30세  71  18.7

31~40세  84  22.1

41~50세 113  29.7

51~60세  47  12.4

61세 이상  27   7.1

전    체 380 100.0

거주지역

종로구 177  46.6

종로구 외 서울 111  29.2

인천·경기  76  20.0

수도권 외 국내  15   3.9

해외   1   0.3

전    체 380 100.0

<표 3-1> 돈화문로 지역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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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돈화문로 지역 인식 설문 분석

1) 종묘·탑골공원·익선동 방문 경험 및 향후 방문 의향

￭ 방문 경험과 향후 방문 의향 응답률

◦ 종묘·탑골공원·익선동에 대한 방문율은 모두 60% 후반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반면, 향후 방문 의향에 대해서는 탑골공원이 종묘나 익선동에 반도 미치지 못함

‐ 탑골공원 방문 의향 응답률은 종묘의 46.6%, 익선동의 42.5%임

◦ 종묘와 익선동은 향후 방문 의향이 방문 경험 응답률보다 높은 반면, 탑골공원은 방문 경험 응답

률에 52.0%만이 향후 방문 의사가 있다고 밝힘

    

방문 경험 및 향후 방문 의향 응답률

   구분(단위: %)
종묘 탑골공원 익선동

유효 N 유효응답률 유효 N 유효응답률 유효 N 유효응답률

방문 경험
있음 263 69.2% 250 65.8% 251 66.1%

없음 117 30.8% 130 34.2% 129 33.9%

향후 방문 의향
있음 279 73.4% 130 34.2% 306 80.5%

없음 101 26.6% 250 65.8%  74 19.5%

<표 3-2> 종묘·탑골공원·익선동 방문 경험 및 향후 방문 의향

￭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률

◦ 종묘와 탑골공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방문율이 높음7)

‐ 남성과 여성 방문율 차이는 탑골공원이 종묘보다 크게 나타남(16.1% > 12.9%) 

    

성별별 종묘 / 탑골공원 / 익선동 방문율

 

7) 익선동의 남성-여성 응답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음(유의수준 0.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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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와 탑골공원의 경우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방문율이 높음

‐ 종묘는 연령이 높을수록 방문율도 높음

‐ 탑골공원은 1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방문율이 높아지다가 60대 이상에서 방문율이 40~50대

보다 낮음 

◦ 거주지별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익선동만이 거리가 멀수록 방문율이 낮은 차이를 

보임8)

‐ 종로구가 상대적으로 방문율이 높지만 서울 타 지역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거주지별 익선동 방문율

 

￭ 응답자 특성별 향후 방문 의향

◦ 익선동은 서울시민의 방문 의향이 서울 외 지역민 보다 높은 반면, 탑골공원은 서울시민의 방문 

의향이 서울 외 지역민의 방문 의향보다 낮게 조사됨 

‐ 서울시민은 열에 여덟은 익선동을 향후 방문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탑골공원에 대해서는 세 명 중 

한 명만에 향후 방문 의향을 밝힘

8) 해외 거주 응답자는 1명에 불과하여 수도권 외 지역으로 묶어 분석함. 익선동만 카이제곱 검정 p가 0.0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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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묘·탑골공원·익선동에 대한 연상 단어

(1) 종묘 연상 단어

￭ 전체 응답자 

◦ 빈도분석을 통해 종묘 연상 단어로 2회 이상 응답된 단어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함

◦ 장소에 대한 느낌 분위기보다는 종묘 자체에 대한 특성 관련 연상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함

순 연상 단어
1순위 2순위 합

N % N % N %
1 종묘제례 55 15.1 41 12.1 96 13.6

2 조선왕조 47 12.9 36 10.6 83 11.7

3 세계문화유산 41 11.3 22  6.5 63  8.9

4 조선왕_비_사당 25  6.9 18  5.3 43  6.1

5 역사적인곳 21  5.8 15  4.4 36  5.1

6 고궁 12  3.3 17  5.0 29  4.1

7 어르신 15  4.1 13  3.8 28  4.0

8 건축미_정전_영녕전 10  2.7 13  3.8 23  3.3

9 전통_의식 14  3.8  8  2.4 22  3.1

10 엄숙_근엄_조용 12  3.3  7  2.1 19  2.7

11 종로 11  3.0  6  1.8 17  2.4

12 종묘사직  8  2.2  7  2.1 15  2.1

13 새해_제야의종소리_보신각  7  1.9  6  1.8 13  1.8

14 산책하기좋음  5  1.4  7  2.1 12  1.7

15 고요_고즈넉함  5  1.4  6  1.8 11  1.6

전체* 364 100.0 340 100.0 704 100.0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모름 등 부적절한 내용 응답 배제

<표 3-3> 종묘 연상 단어 최다 응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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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의사 유무 집단 비교 

◦ 향후 방문 의사 유무를 구분하여 집단 간 응답률 상위 항목 비교 시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방문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는 상위에 없는 ‘어르신’이 향후 방문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최고 응답률을 

보인 것임

◦ 반면 향후 방문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상위가 아니나 향후 방문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응답률 

상위로 조사된 것은 ‘건축미_정전_영녕전’, ‘종묘사직’임

방문 의향 있음 방문 의향 없음

순 연상 단어 응답 N % 순 연상 단어 응답 N %

1 종묘제례 79 14.8 1 어르신 19 11.0

2 조선왕조 71 13.3 2 종묘제례 17  9.9

3 세계문화유산 47  8.8
3

세계문화유산
16  9.3

4 역사적인 곳 30  5.6 조선왕_비_사당

5 조선왕_비_사당 27  5.1 5 조선왕조 12  7.0

6 고궁 22  4.1
6

고궁
 7  4.1

7 건축미_정전_영녕전 21  3.9 종로

8 전통_의식 16  3.0 8 역사적인 곳  6  3.5

9 엄숙_근엄_조용 15  2.8 9 전통_의식  5  2.9

10 종묘사직 14  2.6
10

동묘_착각

 4  2.3엄숙_근엄_조용
11 새해_제야의종소리_보신각 11  2.1 옛날

전체 559 - 전체 172 -

<표 3-4> 종묘 방문 의향 유무 연상 단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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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골공원 연상단어

￭ 전체 응답 

◦ 탑골공원 연상단어의 워드 클라우드는 빅카인즈에서 ‘탑골공원’ 검색 기사 연관어 분석 내용과 유

사함

‐ 앞서 서술한 2010년을 제외한 7개년 연간 '탑골공원' 검색 기사의 연관어 단어 구름 분석에서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이었음

‐ 돈화문로 지역 인식조사에서 탑골공원 연상단어 중 최고 응답률을 보인 단어는 ‘어르신’이었음9)

  

9) ‘어르신’은 ‘어르신’, ‘노인’,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단어를 통합 정리한 단어로, 자세한 통합 내용은 부록1 참고.

순 연상 단어
1순위 2순위 합

N % N % N %
1 어르신 204 60.0  76 24.4 280 39.6
2 3·1운동  47 13.8  26  8.3  73 10.3
3 비둘기  13  3.8  27  8.7  40  5.7
4 바둑_장기  13  3.8  25  8.0  38  5.4
5 공원_파고다공원  10  2.9  23  7.4  33  4.7
6 원각사10층석탑  12  3.5  10  3.2  22  3.1
7 노숙자   4  1.2  15  4.8  19  2.7
8 종로  11  3.2   7  2.2  18  2.5

9
지저분함   4  1.2   8  2.6

 12  1.7
무료급식   1  0.3  11  3.5

11
오래됨_낙후   4  1.2   7  2.2

 11  1.6
쉼터   3  0.9   8  2.6

13
팔각정   5  1.5   3  1.0

  8  1.1
국보_문화유적지   2  0.6   6  1.9

15 탑골가요_노래   5  1.5   2  0.6   7  1.0

16
태극기부대   2  0.6   3  1.0

  5  0.7옛날   1  0.3   4  1.3
박카스할머니   0  0.0   5  1.6

전체* 370 100.0 337 100.0 707 100.0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모름 등 부적절한 
응답 내용 결측 처리

<표 3-5> 탑골공원 연상 단어 최다 응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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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의향 유무 비교 

◦ 탑골공원 연상단어는 방문 의사와 관계없이 ‘어르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어르신’ 이미지는 탑골공원 방문 의사 결정에 ‘부(-)’의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어르신’ 응답 집단의 ‘방문 의향 있음’ 응답률은 30.9%, ‘어르신’을 응답하지 않은 집단은 44.4%임 

◦ 반면, ‘3·1운동’은 탑골공원 방문 의사 결정에 ‘정(+)’의 영향을 끼침

‐ ‘3·1운동’ 응답 집단의 방문 의향 응답률은 47.0%, ‘3·1운동’ 미응답 집단은 32.0%임

구분
방문 의향 있음 비율 % 영향

(+/-)
(p)

미응답(A) 응답(B) B/A

1 또는 2순위 어르신 응답 44.4 30.9 0.70 - 6.163(0.016)
`

<표 3-6> 향후 탑골공원 방문 의사 결정에 ‘어르신’ 응답이 미치는 영향

구분
방문 의향 있음 비율 % 영향

(+/-)
(p)

미응답(A) 응답(B) B/A

1 또는 2순위 3·1운동 응답 32.0 47.0 1.47 + 5.352(0.023)

<표 3-7> 향후 탑골공원 방문 의사 결정에 ‘3·1운동’ 응답이 미치는 영향

◦ 방문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는 상위가 아니지만, 방문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상위인 응답으로는 

‘노숙자’, ‘무료급식’, ‘지저분함’이 있음 

◦ 반대로 방문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상위가 아니나 방문 의향 있는 집단에서 다수의 응답을 보인 

단어는 ‘국보_문화유적지’, ‘옛날’, ‘최초공원’, ‘탑골가요’ 등임

방문 의향 있음 방문 의향 없음

순 연상 단어 응답 N % 연상단어 응답 N %

1 어르신 88 35.9 1 어르신 192 41.5

2 3·1운동 34 13.9 2 3·1운동 39  8.4

3 공원_파고다공원 14  5.7 3 비둘기 29  6.3

4 바둑_장기 12  4.9 4 바둑_장기 26  5.6

5 비둘기 11  4.5 5 공원_파고다공원 19  4.1

6 원각사지10층석탑  9  3.7 6 노숙자 17  3.7

7
종로

 5  2.0 7
원각사지10층석탑

13  2.8
팔각정 종로

9
국보_문화유적지

 4  1.6
9 무료급식 11  2.4

10 지저분함 10  2.2오래됨_낙후

11
쉼터 옛날

 3  1.2
11 쉼터 8  1.7

최초공원 탑골가요 12 오래됨_낙후 7  1.5

전체 245 - 전체 463 -

<표 3-8> 탑골공원 방문 의향 유무 연상 단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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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선동 연상단어

￭ 전체 응답

◦ 익선동 연상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는 ‘탑골공원’과 마찬가지로 빅카인즈 ‘익선동’ 검색 기사 연관어 

분석 내용과 유사 단어와 동일단어가 여럿임

‐ ‘핫_힙플레이스’10)-‘핫플레이스’, ‘한옥마을’-‘마지막 한옥마을’11), ‘젊은_장소’-‘젊은이들’12) 

‐ ‘젠트리피케이션’

   

10) ‘핫_힙플레이스’는 ‘핫플’. ‘핫플레이스’, ‘핫하다’, ‘힙플레이스’, ‘힙하다’ 등의 단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한 단어로 자세한 통합 
단어 확인은 부록1 참고 

11) ‘한옥마을’은 ‘한옥’. ‘한옥마을’, ‘한옥거리’, ‘기와집’ 등의 단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한 단어로 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고 

12) ‘젊은_장소’은 ‘젊음’. ‘젊은 층’, ‘젊은 사람’, ‘젊은 남녀’ 등의 단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한 단어로 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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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동 연상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먹거리’, ‘멋거리’ 관련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맛집’, ‘감성_카페_찻집’, ‘디저트음식’, ‘예쁨_아기자기’ 등

순 연상 단어
1순위 2순위 합

N % N % N %

1 맛집 49     14.4 48     15.4 97 14.9

2 감성_카페_찻집 46     13.5 48     15.4 94 14.4

3 한옥_마을 52     15.3 33     10.6 85 13.0

4 핫_힙플레이스 47     13.8 16      5.1 63  9.7

5 골목길 15      4.4 18      5.8 33  5.1

6 젊은_장소 16      4.7 14      4.5 30  4.6

7 연인_데이트  5      1.5 10      3.2 15  2.3

8 한국_전통적_특산품  4      1.2  9      2.9 13  2.0

9 관광명소  4      1.2  7      2.2 11  1.7

10

비싼가격  6      1.8  4      1.3 

10  1.5
인사동  6      1.8  4      1.3 

디저트음식  3      0.9  7      2.2 

한복  3      0.9  7      2.2 

14 옛정취  5      1.5  3      1.0  8  1.2

15
좁은_협소  4      1.2  3      1.0 

 7  1.1
예쁨_아기자기  3      0.9  4      1.3 

17
젠트리피케이션  3      0.9  3      1.0 

 6  0.9
도시재생  2      0.6  4      1.3 

19 북촌  3      0.9  2      0.6  5  0.8

전체* 340 100.0 312 100.0 652 100.0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모름 등 부적절한 응답 내용 결측 처리

<표 3-9> 익선동 연상 단어 최다 응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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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의향 유무 비교 

◦ 전체 응답자의 80.5%가 방문 의향을 밝힌 익선동은 방문 의향 ‘있음’과 ‘없음’ 집단 간 연상 단어 

응답률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편임

     

방문 의향 있음 방문 의향 없음

순 연상 단어 응답 N % 연상단어 응답 N %

1 맛집 85 15.2 1 맛집 12 12.9

2 감성_카페_찻집 84 15.0 2 감성_카페_찻집 10 10.8

3 한옥_마을 79 14.1 3 골목길  8  8.6

4 핫_힙플레이스 59 10.6 4 한옥_마을  6  6.5

5 젊은_장소 28  5.0
5

관광명소
 5  5.4

6 골목길 25  4.5 비싼가격

7 연인_데이트 15  2.7 7 핫_힙플레이스  4  4.3

8 한국_전통적_특산품 11  2.0 8 종로  3  3.2

9 디저트음식  9  1.6

9

게이_동성애 외국인

 2  2.2
10

인사동
 8  1.4

웨이팅 인사동

한복 젊은_장소 한복

11 예쁨_아기자기
 7  1.3

젠트리피케이션

12 옛정취 한국_전통적_특산품

전체 559 - 전체 93 -

<표 3-10> 익선동 방문 의향 유무 연상 단어 비교

◦ 응답률 상위 4 중 ‘한옥_마을’만이 향후 방문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짐

‐ ‘한옥_마을’은 (+)’의 영향력을 가지나 탑골공원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구분
방문 의향 있음 비율 % 영향

(+/-)
(p)

미응답(A) 응답(B) B/A

1 또는 2순위 한옥_마을 응답 83.3 92.9 1.12 + 4.869(0.031)

<표 3-11> 익선동 방문 여부 결정에 ‘한옥마을’ 응답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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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묘·탑골공원·익선동에 이미지·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 종묘 이미지·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13)

◦ 종묘 이미지·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로는 

‘전통적인(52.7%)’, ‘역사적인(52.2%)’, ‘동양

적인(44.8%)’, ‘정적인(44.3%)’ 순으로 응답률이 

높음 

◦ ‘전통적인’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종묘 

대표 분위기 형용사로 볼 수 있으나 종묘 방문 

의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음

◦ 응답률 중 30% 이상인 형용사 중 방문 의향

결정 영향력은 ‘정돈된(2.58)’, ‘고즈넉한(1.97)’, 

‘고풍스러운(1.57)’, ‘역사적인(1.48)’ 순으로 높음 

13) 기타 응답 내용으로 “넓은”, “노인들”, “종묘는 조용해야 하는 역사적 공간이니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해요.”가 있었음

상위 형용사
응답 방문 의향 있음 비율 % 영향

(+/-)
(p)

N % 형용사 미응답(A) 형용사 응답(B) B/A

역사적인 192 52.0 38.4 56.8 1.48 + 9.880**

동양적인 165 44.7 33.3 48.7 1.46 + 6.938**

정적인 163 44.2 34.0 47.4 1.39 + 5.354*

고즈넉한 147 39.8 23.2 45.8 1.97 +  15.363***

정돈된 145 39.3 18.2 47.0 2.58 +  25.285***

고풍스러운 122 33.1 23.2 36.5 1.57 + 5.803*

한적한 109 29.5 17.2 33.9 1.97 + 9.821**

조용한 104 28.2 15.2 32.8 2.16 +  11.229***

깨끗한  91 24.7  9.1 30.4 3.34 +  17.655***

자연적인  77 20.9 10.1 24.7 2.45 + 9.408**

(분위기)무거운  67 18.2 11.1 20.7 1.86 + 4.462*

낡은  34  9.2 16.2  6.6 0.41 - 7.874**

매력적인  28  7.6  1.0 10.0 10.00 + 8.309**

(치안)안심적인  27  7.3  0.0 10.0  # +  10.640***

(치안)불안한  15  4.1 11.1  1.5 0.14 -  17.306***

편리한  14  3.8  0.0  5.2  # + 5.316*

다양한  11  3.0  0.0  4.1  # + 4.142*

위험한   7  1.9  5.1  0.7 0.14 - 7.265*

유효 전체 N 369 100.0

※p<0.05(*), p<0.01(**), p<0.001(***),  # 측정 불가

<표 3-12> 종묘 방문 여부 결정에 유의미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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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골공원 이미지·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14)

◦ 탑골공원의 이미지·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

사로는 ‘지저분한(49.1%)’, ‘오래된(43.4%)’, ‘낡

은(40.8%)’, ‘(치안)불안한(30.6%)’, ‘북적이는

(28.4%)’ 순으로 응답률이 높음 

◦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형용사 중 응답률 

상위 3 형용사는 모두 향후 방문 의사 결정에 

‘부’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저분한’: 49.1%, (-) 0.62

‐ ‘더러운’: 19.6%, (-) 0.55

‐ ‘위험한’: 12.6%, (-) 0.53

◦ 반면, 1.8보다 큰 영향력을 보이는 형용사의 

응답률은 5.0% 미만이었음(영향력, 형용사 응답률)

‐ 다양한(2.56, 4.3%), 정돈된(2.38, 2.4%), 고풍스러운(1.93, 2.9%), 분위기가 가벼운(1.83, 4.0%)

14) 기타 응답 내용으로 “부담스러운(젊은 사람이 방문하기에는)”,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 “어색한”, “폐쇄적인”, “탑골공원 안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도 너무 낡은 느낌이 들어요.”가 있었음

유의미한 형용사
응답 방문 의향 있음 비율 % 영향

(+/-)
(p)

N % 형용사 미응답(A) 형용사 응답(B) B/A

지저분한 183     49.1 41.6 25.7 0.62 - 10.530**

더러운  73     19.6 37.0 20.5 0.55 - 7.104**

위험한  47     12.6 35.9 19.1 0.53 - 5.146*

익숙한  39     10.5 32.0 48.7 1.52 + 4.345*

동양적인  37      9.9 31.5 54.1 1.72 + 7.547**

정겨운  26      7.0 32.0 57.7 1.80 + 7.144**

다양한  16      4.3 31.7 81.3 2.56 + 16.840***

(분위기)가벼운  15      4.0 32.7 60.0 1.83 + 4.803*

고풍스러운  11      2.9 32.9 63.6 1.93 + 4.517*

정돈된   9      2.4 32.7 77.8 2.38 + 7.981**

유효 전체 N 373 100.0

※p<0.05(*), p<0.01(**), p<0.001(***)

<표 3-13> 탑골공원 방문 여부 결정에 유의미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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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동 이미지·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15)

◦ 익선동 이미지·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로는 

‘북적이는(41.4%)’, ‘다양한(31.3%)’, ‘활기찬

(31.0%)’, ‘개성있는(28.5%)’ 순으로 응답률이 

높음 

◦ 익선동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북적이는’, 

‘다양한’, ‘활기찬’, ‘개성있는’ 등이 방문 여부 

결정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

◦ 대체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형용사 응답 집

단의 방문 의향(有)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약 

1.2~1.3배임

15) 기타 응답 내용으로 ‘익선동은 정겹고 분위기도 좋았고 매력이 있었으나 화재 같은 위험성이 불안해 보임’, ‘비싼’, ‘정감 가는’이 
있었음

형용사
응답 방문 의향 있음 비율 영향

(+/-)
(p)

N % 형용사 미응답(A) 형용사 응답(B) B/A

북적이는 147  41.4 75.0  86.4 1.15 + 6.916*

다양한 111  31.3 74.6  91.0 1.22 + 12.693***

활기찬 110  31.0 73.9  92.7 1.25 + 16.683***

개성있는 101  28.5 74.8  92.1 1.23 + 13.340***

동적인  75  21.1 76.4  92.0 1.20 + 8.871**

매력적인  72  20.3 76.7  91.7 1.20 + 7.975**

전통적인  71  20.0 76.1  94.4 1.24 + 11.778***

밝은  63  17.7 77.1  92.1 1.19 + 7.220**

새로운  58  16.3 77.8  89.7 1.15 + 4.234*

화려한  51  14.4 77.3  94.1 1.22 + 7.637**

감상적인  49  13.8 77.8  91.8 1.18 + 5.163*

신나는  48  13.5 77.2  95.8 1.24 + 8.915**

낯선  29   8.2 81.6  58.6 0.72 - 8.694**

인공적인  29   8.2 77.9 100.0 1.28 + 8.034***

혁신적인  25   7.0 78.2 100.0 1.28 + 6.842**

유효 전체 N 355 100.0

※p<0.05(*), p<0.01(**), p<0.001(***)

<표 3-14> 익선동 방문 여부 결정에 유의미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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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분석의 시사점

￭ 탑골공원 이미지 개선 절대 필요

◦ 돈화문로 지역 인식조사에서 ‘탑골공원’ 향후 방문 의향 응답률은 ‘종묘’와 ‘익선동’ 응답률의 절

반도 미치지 못함

‐ ‘탑골공원’ 응답률은 각각 ‘종묘’와 ‘익선동’ 응답률의 46.6%, 42.5%에 불과함 

‐ 탑골공원 34.2%, 종묘 73.4%, 익선동 80.5% 

◦ 연상단어 응답에서 종묘와 익선동은 자체 관련 단어가 최다 응답률을 보인 반면 탑골공원은 ‘어르

신’이 최다 응답률을 보임

‐ 탑골공원 1순위: 어르신(60.0%) > 3·1운동(13.8%) > 비둘기(3.8%)

‐ 탑골공원 2순위: 어르신(24.4%) > 비둘기(8.7%) > 3·1운동(8.3%)

◦ ‘연상단어’가 주관식 문항임을 고려하면, 탑골공원 방문 결정에 있어 부(-)의 영향력16)을 지닌 ‘어

르신’이 1순위 응답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종묘와 익선동은 대체로 향후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분위기 형용사’ 중 응답률이 

높은 형용사는 방문 결정에 정(+) 영향력을, 낮은 응답률 형용사는 부(-) 영향력을 가짐

◦ 종묘와 익선동과는 정반대로 탑골공원은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분위기 형용사’ 

중 응답률이 높은 형용사는 방문 결정에 부(-)의 영향력을 가지고, 낮은 응답률 형용사는 정(+)의 

영향력을 가짐 

구분
방문 
의향
있음

응답/영향
1순위 2순위 3순위

형용사 응답/영향 형용사 응답/영향 형용사 응답/영향

탑골공원 34.2%
응답률

지저분한
49.1%

더러운
19.6%

위험한
12.6%

영향력 0.62 0.55 0.53

종묘 73.4%
응답률

역사적인
52.0%

동양적인
44.7%

정적인
44.2%

영향력 1.48 1.46 1.39

익선동 80.5%
응답률

북적이는
41.4%

다양한
31.3%

활기찬
31.0%

영향력 1.15 1.22 1.25

※기울어지고 진하게 표시된 수치는 방문 의사 결정에 ‘부(-)’의 영향력을 가짐

<표 3-15>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응답률 상위 형용사 비교

◦ 탑골공원과 익선동의 최상위 응답률을 보인 연상단어 ‘어르신’과 ‘핫플레이스’가 ‘빅카인즈’ 연관

어 분석에서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로써 언론 노출이 지역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상단어와 이미지·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설문응답으로부터 탑골공원의 방문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함

16) 탑골공원 형용사 문항 기타 응답 중 ‘부담스러운(젊은 사람이 방문하기에는)’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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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돈화문로 지역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1∙ 돈화문로 지역 활성화 비전 및 목표 설정

1) 비전 및 핵심가치

◦ 돈화문로 지역 현황과 설문조사 분석 내용을 토대로 2018년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

화 계획」 수립 당시 전문가의 지역 활성화 방향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설정함

‐ 역사·문화 자원: 국악 관련 자원, 정세권과 익선동 166번지 일대 주거지 건축, 조선물산장려회

‐ 전문가 자문 내용: 대상지 고유의 특성을 찾아 강조(정석), 숨은 유산을 활용한 재생(김기호), 역사와 

전통을 주민이 먹고 살거리로(전우용)

￭ 비전: 누구나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는 모두의 돈화문로 지역

￭ 핵심가치

◦ 돈화문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띤(Identity)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Anybody)

◦ ‘같이’의 가치를 추구하는(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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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및 전략

￭ 목표: 매우 인상 깊은 장소(V.I.P.: Very Impressive Place)

◦ 제고된 지역 이미지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

◦ 지역사회와 가치를 나누는 관광산업(상품)

￭ 전략: 3UP – V.I.P. UP : Upgrading Value / Identity / Publicity

◦ V. UP – Upgrading Value: 지역 가치 높이기

◦ I. UP – Upgrading Identity: 지역 정체성 강화하기

◦ P. UP – Upgrading Publicity: 지역 홍보·안내체계 개선하기

    

￭ 8대 전략 사업

◦ 세종학당 ‘韓’ 문화 교육·홍보 기지 유치

◦ 종묘 입장 시 복장 갖추기 캠페인

◦ 탑골공원 역사·문화 자원 활용 관광기념품 개발

◦ 음악이 흐르는 돈화문로 지역(대한민국 음악의 메카)

◦ 종묘(광장공원) 옛 모습 찾기

◦ 돈화문로 지역 일대 조망 전망대 설치

◦ 지역 역사·문화 자원 안내시설 설치

◦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안내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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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세종학당 ‘韓’ 문화 교육·홍보 기지 유치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지난 6월 서울시는 ‘국악로 국악 메카 육성’ 및 ‘국악 자원의 관광자원화, 축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 국악플랜 2025 발표함 

‐ 외국인 대상 국악 강좌 운영(체험 강좌, 국악 경연대회 개최)

‐ 상설 국악 관광 투어 둘레길 개발, 국악로 맵 제작·배포, 인바운드 여행사 관광 설명회 개최

‐ 세계적 국악 관광 축제 육성: <신규사업> - 시민 국악 페스티벌(11월 돈화문로 일대), <확대사업> - 9월 

대한민국 국악제(돈화문로), 6월 서울 국악 축제(돈화문국악당, 국악로 외 다수지역) 

◦ 국내외에서 한국어 문화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재단은 2019년 9월 ‘용산구’와 협약을 

통해 2020년 1월 ‘용산 세종학당(가칭)’ 본격 운영을 목표로 시범운영17)

‐ 용산구: 교육장소(용산꿈나무종합센터) 제공, 수강생 모집․홍보

‐ 세종학당재단: 교사 파견, 교육 콘텐츠 지원

◦ 세종학당 사업 및 역할

구분 내용

세종학당 
지정·운영

세종학당 지정

․ 일반: 독립형/연계형(현지 운영기관-국내 운영기관 공동 운영)

․ 협업형: 공공기관, 기업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하는 세종학당

세종학당 
운영 지원

․ 운영 예산 지원 및 운영 평가, 세종학당 교육 환경 개선

․ 교재/기자재/한류 콘텐츠 지원(학습 교재, 영상자료, 교구 등)

․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한국어 교육 지원 ․ 교육과정 개발 ․ 운영/교육자료 출판 ․ 보급/온라인 학습 지원

한국어 교원 전문성 강화
․ 한국어 교원 파견/국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운영/세계한국어 교육자대회 
개최

한국 문화 
보급

국외 한국문화 
교육

․ 한국문화 체험 지원

․ 한국문화 교육: 한국문화 과정(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 문화 인력 파견, 
한국문화 특강 프로그램 및 자료 발굴, 문화 교재 개발 등

국내 한국문화 
체험연수

․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초청 연수 

 ‐ 체험프로그램: 한류문화콘텐츠 체험, 문화재 ․ 유적지 탐방 등

 ‐ 학습프로그램: 사물놀이/케이팝/탈춤/태권도 학습 및 아나운서의 표준 
한국어 발음 특강 등  

세종학당 홍보 ․ 소식지 <세종학당> 발행(연 2회), 뉴스레터 <새 소식> 발행 등

자료: 세종학당재단 누리집(https://www.ksif.or.kr), 내용 발췌 정리

17) 경향신문, 2019-09-09, “용산구에 국내 첫 ‘세종학당’ 생긴다”, 세종학당재단 뉴스레터 제76호 “세종학당재단, 용산구청과 손잡고 
‘국내 세종학당’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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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화문로 지역 내 위치한 서울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교육 내용 통역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해오는 여행사 일부에 한해 운영된 바 있음

￭ 사업 목표

◦ 세종학당의 국내 한국문화 체험연수사업, 국외 한국문화 교육사업, 세종학당 홍보 사업을 담당하는 

‘한(韓) 문화’ 교육 기지(구)를 돈화문로 지역에 유치

2) 사업 여건

◦ ‘한(韓) 문화’자원이 풍부한 종로구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한(韓) 문화’ 보급 정책 의지

‐ 우리소리도서관 개관(2017)·운영

‐ 전통문화 교육 교재 발간(2020): 한복, 한옥, 한식, 한글, 한지, 우리소리, 우리놀이, 우리춤

‐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포이펫’ 시 훈센초등학교 내에 세종학당 조성(코로나19로 교육 운영 연기 상태) 

세종학당재단이 용산구를 국내 첫 세종학당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이유18)

∙ 국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해 옴

∙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베트남에 “꾸이년 세종학당” 설립하는 등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에 앞장섬

∙ 2020년 1월 용산구청이 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한 세종학당 운영을 재단에 먼저 제안

◦ 종로구 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관련 학과 대학(원) 및 언어교육원 개설 현황

‐ 배화여자대학교: [전공] 한복문화콘텐츠과

‐ 상명대: [전공] 한국언어문화전공 

‐ 성균관대: [전공]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학당]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운영 

◦ 역사·문화 관광 및 통역 지원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에 가용 잠재 인력풀 현황

‐ 종로구 내 외국어·전통문화·관광 전공 대학생

‐ 현 도보관광코스 등에 배치된 서울문화관광해설사

◦ 돈화문로 지역(국악로) 일대를 ‘국악 메카’로 육성하고, ‘국악 글로벌화’를 이루고자 하는 서울시 

의지

‐ 서울국악플랜 2025: 축제 분야-문화 체험 관광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광상품화

  ∙ 문화체험공간인 국악 전용 생활문화센터 2023년 개관 목표(돈화문로 지역 내 유력)

  ∙ 국악둘레길 관광코스 개발·운영(운당여관, 국악사양성소), 창덕궁 앞 상설 국악 퍼포먼스 프로그램 운영, 

관광 상품화 주력

‐ 서울국악플랜 2025 <‘국악 글로벌화’>: 외국인 대상 국악 강좌 운영(체험 강좌, 국악 경연대회 개최)

18) 세종학당재단 월간 새소식(2019.10월호),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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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 [세종학당] 첫 내방객 및 배낭여행객 등을 위한 속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한글 창제 원리, 한글 자·모음, 발음 등을 교육하는 입문 과정(4~6시간) 개설·운영

‐ 지하철 및 버스 안내/안내도, 관광안내도 읽기/듣기

‐ 물건 사기

◦ 국외 세종학당 파견 예정자의 수업 참관, 견습 과정(교육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운영 

‐ 세종학당 파견 근무 후 국내 거주 중인 이전 교원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예비 인력풀 확보 

◦ 국외 세종학당 파견 예정자의 수업 참관, 견습 과정(교육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와 종로구 운영 ‘韓’ 문화 프로그램 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 운영

관련 참고 사례: 중남미 배낭여행객을 위한 20시간 단기 어학 코스

∎사례1: 페루 코스코 집중 스페인어 교육 과정

  ▸일주일 20시간 과정(하루 4시간)

  ▸학습유형: 개인수업($179, 한화 194,752원),  집단수업($140, 한화 152,320원)

  ▸교육내용: 문법, 쓰기 표현, 상황 대화 연습 등

 자료: https://www.indietraveller.co/learning-spanish-in-latin-america, 네이버 환율(매매기준율 1,088원/달러)
 이미지: http://www.oneworld365.org/language-schools

￭ 세종학당 사업 안내·전시시설 설치·운영

◦ 세종학당 설치 현황 및 활동성과를 알려주

는 인터랙티브 안내시설 설치

‐ 대륙별 설치 현황 안내, 국가별 세종학당 

주소 검색 기능 탑재

‐ 국외 세종학당 잠재 교육생 홍보·유치용: 국

내에서의 인연을 자국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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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교육장소 제공 및 연계 : 서울시(국악 전용 생활문화센터) 또는 종로구 

◦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광 정보 제공 지원

‐ 종로구(주변 관광안내소, 문화시설, 종로사랑 활용) 

‐ 서울시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관련 과정 개설·운영

‐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서울시: 한국문화 교육 콘텐츠 지원(서울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 프로그램)

‐ 종로구: 한복/한식/공예/한옥 등 종로구 내 ‘韓 문화’ 체험 프로그램 연계 지원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세종학당 국내 문화교육 기지: 돈화문로(국악로) 지역 내 신설

￭ 재원

◦ 국악플랜 2025 국악 전용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비, 시비

◦ 홍보 및 지역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비, 구비

5) 기대효과

◦ 종로구: ‘韓 문화’ 자원 활용 극대화, 세종학당 문화기지 이용객의 지역 관광 낙수 효과 기대 

‐ 종로한복축제, 돈화문로 국악대축제 등 지역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에 외국인 참여 증대 기대 

◦ 세종학당재단

‐ 해외 파견 인력 파견 전 실습 제공 기회 마련

‐ 파견 전후 인력 간 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의 장 마련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효과적

‐ 재단 활동 홍보 기회 마련: 순수 관광객으로서 세종학당 교육·문화기지 방문객에게 ‘세종학당’ 및 사업 

홍보 기회 획득

◦ 서울시

‐ 서울 무형문화재 전시교육장, 돈화문국악당 등 국악 거점 지역 강화 및 국악 관광 활성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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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묘 입장 시 복장 갖추기 캠페인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종묘가 현재까지도 종묘제례라는 제사 의례가 행해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장소성에 걸맞은 관람 

문화 조성 필요

‐ 일부 관람객이 매우 짧은 반바지 및 민소매, 슬리퍼 착용, 실내 관람 시 맨발 등 종묘 장소성에 부적

절한 복장으로 관람

￭ 사업 목표

◦ 종묘 입장객 올바른 복장 규정 운영·정착

2) 사업 여건

◦ 태국 왕궁 및 사원 입장 시 엄격한 복장 규정에 따른 입장 제재 숙지 및 복장 준수

‐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태국 관광 주요 코스인 왕궁 및 사원 입장 시 경험했거나 그에 대한 정보

를 들을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시행 중으로 하나의 궁·능 여행 문화로 정착됨

◦ 유네스코 지정 사유 및 장소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만 제공된다면 입장 시 규정 제한 제도 시행에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종묘는 주중에는 해설사가 안내하는 시간제 관람으로만 운영 중이며 ‘신로’19)를 설명하면서 관람객에

게 종묘의 장소성에 대해 환기시키고 있음: ‘신로’ 위 걷기 않기

◦ 종묘 해설사 안내 시간제 관람제(평일)의 적합한 복장 규정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임

3) 사업 내용

￭ 종묘 방문객의 올바른 복장 착용 유도 캠페인 시행 

◦ 관련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종묘 입장 불허 복장 규정 정하기(태국 사례 참고)

◦ 보증금 내고 제공되는 옷 마련: 한복 등 리싸이클링 사업 활용

‐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 참고, 캠페인용 대여복임을 알 수 있는 표식 마련

◦ 종묘광장공원 복장 안내 및 대여 공간 조성: 이상재 선생 동상 동편

◦ 올바른 복장 착용 안내 및 의류 대여 관련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19) 가운데 위치한 양 옆 길보다 높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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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사례: 태국 방콕 왕궁 대궁전(The Grand Palace) / 에메랄드 사원(Emerald Buddha)

/ 왓 포(Reclining Budda-Wat Pho)

∎성전이나 예배 장소 입장 시 입장 금지 복장

⁃ 소매가 없는 셔츠        ⁃ 속옷(러닝셔츠) 금지       ⁃ 짧은 상의          ⁃ 비치는 옷

⁃ 매우 짧은 여성용 반바지 또는 짧은 바지            ⁃ 찢어진 바지 

⁃ 꽉 끼는 바지           ⁃ 싸이클 바지            ⁃ 짧은 치마

※ 복장 규정 엄수. 미준수 복장 시에는 300바트(한화 1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제공되는 옷을 걸치고 

입장해야 함

∎기타 입장 불허 규정:   ⁃ 샌들     ⁃ 슬리퍼     ⁃ 건물 내부 관람 시 신발을 벗을 경우 맨발  

자료: https://www.emerald-buddha.com/post/grand-palace-bangkok-dress-code, 
     https://whampoah.com/wataruntemple.html, 네이버 환율 정보(2020년 12월 27일 기준, 1바트=36.68)

이미지 출처: https://www.emerald-buddha.com/post/grand-palace-bangkok-dress-code

 
4) 사업 추진 계획

￭ 사업추진

◦ 종로 한복 축제 때 시범적으로 한시 캠페인 시행 후 재정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

￭ 재원

◦ 시범사업: 구비, 시비

◦ 본 사업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온라인 기부 포털 활용(해피빈, happybean.naver.com)

￭ 관련 사업

◦ 종묘(광장공원) 옛 모습 찾기

5) 기대효과 

◦ 제례 공간이라는 무형유산으로서의 특성을 보존·강화함으로써 종묘의 문화유산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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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탑골공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개발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탑골공원이 3·1운동 출발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반해 탑골공원 내에 국보 제2호(원

각사지십층석탑), 보물 제3호(원각사지 대원각사비)가 소재함을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탑골공원 팔각정(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3호)

◦ 돈화문로 지역 인식 조사에서 종묘는 ‘종묘제례’나 ‘조선왕조’, ‘세계문화유산’과 같은 자체 관련 

단어가 최다 연상단어인 반면, 탑골공원은 방문 의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된 

‘어르신’이 최다 응답률을 차지함

  

◦ 사적지로서의 탑골공원을 보다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사업 목표

◦ 돈화문로 지역에서 소비함이 ‘특별함’의 의미를 갖는 관광 상품 개발

◦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선향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탑골공원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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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여건

￭ 탑골공원20)

◦ 역사: 모임과 놀이, 대화의 광장이자 일제압박에 대한 항거정신의 광장

‐ [고려시대] 흥복사(興福寺, 사찰) 

‐ [조선시대 1464년(세조 10년)] 흥복사를 원각사로 개명하고 사찰 중건 착수, 1467년 완공: 원각사 범

종(구 보신각종, 보물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 [조선시대 연산군 10년] 원각사 폐사 후 기생과 악사를 관리하는 장악원(掌樂院) 조성 

‐ [조선시대 1514년(중종 9년)] 원각사 헐림, 원각사비와 원각사십층석탑(국보 제2호), 범종(보물 제2호)은 

그대로 보존 

‐ [광무원년 1897년] 영국인 맥리비 브라운(John McLeavy Brown) 제안으로 파고다공원을 조성함. 공원을 

조성하면서 원각사 범종은 보신각으로 옮김

‐ 1902년 군악대 건물 건립(1907년 군악대 해산), 군악대 건물 군악대 해산 후 방치되다가 경성도서관으로 

사용됨

‐ 1904년 호자식 음악당 건립(1904~1915) 

‐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로 이관: 일본식 정자(사아옥), 벤치, 화단, 회유도로, 전등, 수도, 온실 

등 설치

‐ 1913년 7월 17일부터 일반인에게 첫 개방. 1913년 8월 전등 설치로 야간 개방 개시(야간 프로그램으

로 연주회 개최) 

‐ 1914년 일본식 정자 옆에 끽다점(찻집) ‘청목당’ 건립(1922년 ‘승리’ 음식점으로 전환)

‐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낭독된 장소, 3·1만세 거리 행진의 시작점 

1920년대 탑골공원의 배치 1930년대 어린이공원 조성

이미지 출처: 김해경(2020), 『모던걸 모던보이의 근대공원 산책』, (좌) p.260, (우) p.273

20) 김해경(2020), 『모던걸 모던보이의 근대공원 산책』, 지역N문화, 역사문화유산.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서울 탑골공원 팔각정”(h 
ttps://ncms.nculture.org/pavilion/story/2378), 경향신문, 1987-03-09, “파고다공원”, 중앙일보, 2020-01-07, “[분수대] 탑
골공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홈페이지(https://jnlib.sen.go.kr),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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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년 9월 10일 옛 군악대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신문잡지종람소’ 임시 개관

‐ 1922년 1월 6일 탑골공원 내 <경성도서관> 정식 개관(1968년 8월 종로도서관은 현 위치 <사직동 산 1-9>

로 신축 이전)

‐ 1930년대에는 탑골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됨

‐ 1967년 파고다공원 재정비로 기존 도서관 건물을 허물고, 파고다 아케이드 상가 건립(1983년 철거)

‐ 1983년 파고다 아케이트 상가 철거 후 투시형 담장 설치, 서문과 북문 등 사주문 복원, 공원 부지 확

장·정비

◦ 팔각정

‐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낭독된 장소, 만세운동 거리 행진의 시작점 

‐ 군악대, 이왕직양악부가 연주하던 곳 

3) 사업 내용

◦ 탑골공원 역사·문화 자원의 형상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판매

‐ 탑골공원에 소재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초콜릿, 쿠키, 호떡 등 다양한 먹거리 상품 개발

탑공공원 자원 형상화 관광 상품 개발 예시

탑골공원 대원각사비 도리야끼 현 보신각종 모나카 탑골공원 문화재/군악대 초콜릿

원각사지십층석탑전병 탑골공원 쿠키

탑골공원 대원각사비 호떡 탑골공원 팔각정 호떡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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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광지에서 소비해야 보다 의미를 갖는 관광 상품 사례1: 경주

< 황금십원빵 > <첨성대 날인 호떡 > < 도굴빵 > < 문화재초콜릿 >

⁃ 10원 동전을 본 딴 치즈빵 

⁃ 방송 소개로 현재 황리단

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

거리 

⁃ 가격: 3,000원

⁃ 호떡 전문점(본점 종로구 소

재)에서 첨성대를 형상을 

날인한 호떡을 판매함 

 

⁃ 가격: 2,000~3,000원

⁃ 경주 지역에 소재한 다보탑, 

첨성대, 천마도와 도깨비 

형상을 흑당으로 표현한 빵 

 

⁃ 가격: 3,500원

⁃ 천마도(국보 207호), 석가

탑(국보 제21호), 다보탑(국

보 제31호) 등 형상화 한 초

콜릿

⁃ 가격: 5,000~20,000

해당 관광지에서 소비해야 보다 의미를 갖는 관광 상품 사례2: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김광석 상징 기타를 모티브로 한 먹거리>  

⁃ 김광석을 연상시키는 기타 모양의 빵과 아이스크림을 김

광석 다시그리기 길에서 판매

⁃ 가격 : 기타 모양 빵 1set(2개) 2,000원

        기타 모양 아이스크림 3,900원

◦ 탑골공원 인근에 플러스 카페 설치하고 탑골공원 자원 형상화 관광 상품 판매

‐ 탑골공원 자원 형상화 관광 상품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라떼 아트 메뉴 개발: 라떼

아트 툴 보급

‐ 탑골공원이 3·1운동의 성지이므로 탑골공원 자원 형상화 메뉴의 일정 수익금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활동 기념 사업회, 독립운동 유공자 등에 기부

탑골공원 
문화자원 및 
관련 사물 

모양을 
형상화한 
라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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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플러스카페 설치 및 운영 지원: 종로구

◦ 플러스카페 운영: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플러스카페 설치: 탑골공원 인근

￭ 재원

◦ 플러스카페 설치: 구비, 시비

◦ 메뉴 개발: 플러스카페 자체 조달

￭ 관련 사업

◦ 마로니에 플러스카페에 확대 운영

‐ 대학로의 문화자원을 형상화 한 메뉴를 개발하여, 수익금 전체 또는 일정 비율을 대학로 지역 발전금 

또는 대학로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금으로 기부

5) 기대효과

◦ 탑골공원 소재 역사·자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홍보함으로써 기존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쇄신 

◦ [선한 영향력] 착한 소비를 이끌어 내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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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음악이 흐르는 돈화문로 지역(대한한국 음악의 메카)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돈화문로 지역은 ‘국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와 인연이 깊은 곳임

‐ 익선동/봉익동/운니동 등(국악), 탑골공원(군악대), 구 파고다극장(‘락’ 밴드), 송해길(전국노래자랑, 가요)

◦ 돈화문로 지역에는 축제기간을 제외하면 실외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음

￭ 사업 목표

◦ 돈화문로 지역과 관련 있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사업 여건 

◦ 서울시 등록음식점 1호이자, 요정 정치의 근거지였던 오진암 옛 터에 안내시설 및 정자 설치

◦ 익선동 159 조선성악연구회 옛 터는 2009년 ‘국악의 거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에서 

‘판소리 실내 공연장 및 전통문화센터’로서 검토된 바 있지만,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음

◦ 가야금 병창 중요문형문화재 예능보유자였던 박귀희 명창이 운영했던 운당여관 터에는 어떠한 안내 

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예술인, 문인, 외국인에게 두루 사랑 받았던 운당여관은 ‘한국 바둑 국수전’ 장소로도 유명하였음 

‐ 박귀희 명창은 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설립 당시 ‘국악예술학교’) 시흥동으로 교사 이전 비용 마련을 위

해 31년간 운영해오던 운당여관을 학교에 기증함 

◦ 구 파고다극장은 1980년대 중반 파고다예술관을 개관하여 인디밴드 공연 대관 활발했었음21)

‐ 1980년 중반 파고다극장은 한국 ‘락(Rock)’의 본거지로 볼 수 있음 

‐ 시나위, 부활 등의 ‘락’ 공연이 활발했고, 특히 부활에게 있어 파고다극장은 그룹 부활의 전신 그룹 

「디 엔드(The End)」와 매니저의 첫 만남 장소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임

21) 부록 9 구 파고다극장 건물과 한국 음악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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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골공원은 대한민국 군악대의 시작의 역사적 장소임

‐ 매주 목요일마다 군악대의 연주가 파고다공원에서 열렸음 

‐ 탑골공원 내 군악대 숙소 건물이 위치하여 군악대원들이 연주회 이외에도 악기 연주 연습을 하던 곳

1901년 파고다공원 연주회 직후 찍은 기념사진- 
군악교사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와 군악 
대원
이미지 출처: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 

content. com)
 이미지 출처: 김해경(2020), 『모던걸 모던보이의 근대공원 산책』, 

p.82, “파고다공원 석탑 신설 배치도”

◦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악발전 2025」 전략 계획을 발표함

‐ 돈화문로 거점시설 및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세계인이 방문하는 ‘국악 메카’ 국악로 조성: 국악로

(창덕궁 앞~묘동사거리 520m) 등 보행전용거리 국악 버스킹 확대, 창덕궁 앞 상설 국악 퍼포먼스 프

로그램 운영(연 200회) 계획

‐ 2020년부터 투어+공연+체험 형식의 ‘돈화문나들이’ 투어 프로그램 진행 

‐ 국악 전용 생활문화센터 2023년 개관 목표(돈화문로 지역 내 입지 유력)

◦ 2020년 10월 낙원상가 1층에 음악스튜디오, 전시·교육·연습시설을 갖춘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이 

개관하여 향후 다양한 음악 활동이 기대됨

◦ “창덕궁 앞 역사인문 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일환으로 교육과 공연을 통합한 무료 전통문화 교육

사업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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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 군악대의 목요음악회를 계승하는 탑골공원 정오 음악회 운영

◦ 점심시간에 탑골공원 주변 직장인들과 지역 내방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정오 음악회 운영

‐ 음악회 장소: 탑골공원 팔각정과 그 주변

‐ 음악회 시간: 12시~14시

‐ 공연자: “창덕궁 앞 역사인문 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일환 교육사업 교육생, 지역 내 활동 음악 동아

리,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사용 개인, 동아리 등과 기타 기획에 맞는 버스킹 희망자 

￭ 국악(퓨전 국악 포함)이 흐르는 오진암 옛터 정자 

◦ 오진암 옛터에 조성된 정자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정자 주위에 음악 송출시설 설비 

관광지 한국 음악 송출 사례: 경주 첨성대

⁃ 경주 첨성대에서 2019년 11월부터 
‘퓨전 국악’과 ‘한국적 장로’의 음악을 
송출해오고 있음

⁃ 음악 제공 서비스 업체: 샵캐스트

자료: 미디어피아(https://www.mediapia.co.kr), 2019-11-12, “경주 관광지 첨성대에서는 한류 음악을 즐기며 관광을 
한다”

￭ 조선성악연구회 옛터에 QR코드로 조선성악연구회 온라인 콘텐츠 소개

◦ 조선성악연구회 옛터 건물 벽면에 조선성악연구회 안내시설 설치 시 조선성악연구회 활동 및 회원 

활동 동영상 및 음원 아카이브 사이트를 QR코드로 안내

‐ QR코드 안내시설 설치 시 공공 와이파이 시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함

￭ 국악 방송이 흐르는 서순라길, 종묘-창덕궁 연결 산책로 

◦ 서순라길 화단 곳곳에 스피커 설치

‐ 서순라길 화단 곳곳에 스피커 설치 차량 통행이 적어 산책하기 

좋은 시간대에 국악 방송(FM 99.1)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돈화문국악당에서 진행하는 공연·행사·방송 등을 실황으로 들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설비

◦ 종묘-창경궁 연결 복원사업 완료 시 조성될 산책로에도 국악 

방송을 송출할 시설 설비

이미지: 서울시 새소식(https://news.seoul.go. 
kr/citybuild/archives/2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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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송 송출하는 산책로 사례: 노원구 당현천 산책길

⁃ 음악방송 운영구간: : 당현천 2.9km, 경춘선 숲길 6.3km

 ※재난방송 안내용으로 설치된 스피커 활용

⁃ 음악방송 운영시간: 월~토, 공휴일 제외

 : 주간 음악방송 12:00~16:00

 : DJ방송 (사연/음악신청) 18:00~21:00 

⁃ 음악 신청 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노원음악방송’ 그룹채팅 참여

 : 현수막 ‘QR코드’ 스캔 URL 클릭 후 신청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내 손안에 서울(https://mediahub.seoul.go.kr), 2020-06-25, “당현천 산책길이 즐거운 
이유(feat. 노원음악방송)”, 사진 ©윤혜숙

￭ 국악(퓨전국악 포함)이 흐르는 음악 벤치 설치

◦ 종묘 서북 경계에 위치한 쌈지공원에 앉으면 국악이 흐르는 음악 벤치 설치

앉으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음악 벤치 설치 사례: 오산 서랑동 저수지

 ⁃ 오산시 산책코스 중 하나인 서랑동 저수지 수변 공간에 앉으면 헨델, 베토벤 등이 작곡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온 음악벤치를 설치함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 르드비히 반 베토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오산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osan_si)

4)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음악 송출 설비 조성: 서울시 또는 종로구

◦ 음원 저작권 및 공연권 보유자 또는 관리 운영자: 국악 단체 또는 관련 사업 주체

￭ 사업 대상지 

◦ 탑골공원 팔각정과 그 주변, 오진암 옛터 정자와 그 주변, 조선성악연구회 터 건물 벽면

◦ 서순라길, 종묘-창덕궁 연결 산책로, 돈화문로 지역 내 쌈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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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 탑골공원 정오 음악회 운영: 구비, 시비

◦ 음악이 흐르는 오진암 옛터 정자, 조선성악연구회 터 온라인 콘텐츠 소개 QR코드 안내시설 설치 

: 구비

◦ 국악 방송이 흐르는 서순라길, 종묘-창덕궁 연결 산책로, 음악벤치 설치: 시비 

◦ 음원 송출권 관련 지원: 해당 관련 국악 단체

￭ 관련 사업

◦ 지역 역사·문화 자원 안내시설 설치 - 조선성악연구회관 옛터

5) 기대효과

◦ 대한민국 음악 메카로서 돈화문로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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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묘(광장공원) 옛 모습 찾기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돈화문로 지역 인식 설문 결과에서 종묘 앞은 여전히 어르신들만의 공간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종묘 앞은 여전히 어르신들만의 공간 분위기를 느끼게 함

‐ 종묘 연상단어 1순위 응답 최다 6위가 어르신이었음

◦ 종묘와 종묘광장공원은 과거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었음(부록 5 참고)

‐ 1960년대 초등학생, 중학생 소풍 단골 장소(야외 학습)

‐ 전국민속체육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밤 줍기 대회, 사진 촬영대회, 자전거 대회, 연 싸움 등 각종 이

벤트 장소

‐ 도민회, 군민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 장소

◦ 종묘광장공원과 그 일대에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동적인 분위기

로의 쇄신 필요 

◦ 지난 6월과 12월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은 운전면허 없이 본인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음

◦ 개인이동수단 이용 증대에 따른 사고 증대가 예상됨⇒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이동수단 이용 에티켓, 

연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개인이동수단 이용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이동수단 이용 에티켓, 도로

교통법 등 이용 규정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실정임

￭ 사업 목표

◦ 종묘와 종묘광장공원의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자리매김 

2) 사업 여건

￭ 종묘광장공원 조성 현황22)

◦ 종묘광장은 2010~2016 정비사업 시행으로 현재 문화재 발굴, 원형 복원 및 녹지 공간이 조성된 

상태임

‐ 사업규모: 34,600㎡(도시계획시설: 광장)

‐ 사업내용: 어도 및 어구, 종묘 전교, 제생동천 등의 원형 복원

22) 서울시 자료: “종묘광장 정비(2016)”, 문서관리번호 D000002835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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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7,000백만원(국비 70%, 시비 30%)

종묘광장공원 조감도

 

따릉이 대여소 설치 현황

￭ 종묘 주변 자전거도로 및 따릉이 보관소 설치 현황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지정 현황

‐ 돈화문로 우측 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서순라길 자전거우선도로 지정

돈화문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서순라길

◦ 서울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 현황

‐ 종묘광장공원(11대), 종로3가 6번 출구(6대), 종로4가사거리(10대)

￭ 세운상가 연계 가능 프로그램

◦ 공유공간

세운부품도서관 세운-을지로-청계천 산업생태계를 부품으로 전시

세운홀 전시, 컨퍼런스, 워크숍, 이벤트 공간

세운테크북라운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 등 1,800여 권을 소장

팹랩서울 메이커 스페이스 –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머신 등 이용

SE:CLOUD 공유주방, 강의실, 창의마당(하늘홀+다목적 계단)

중부관아터전시관 서울 5부 중 중부 관아터와 유물 전시. 현지 보존방식으로 365일 24시간 관람 가능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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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라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순라길 활성화를 위해 2019년 5월 순라군 무료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한 바 있음

‐ 순라길 인근 게스트하우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순라군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종로구: 순라군 의상 및 홍보 자료 제공

‐ 업무 협약 게스트하우스: 순라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 코로나19 여파로 게스트하우스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운영 불투명

3) 사업 내용

￭ 종묘광장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 종묘광장공원 서편 중앙부를 시청각 교육, 실외 교통안전 체험, 자전거 안전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공원 조성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례1: 로보카폴리 어린이 교통공원

⁃ 1998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노원구 어린이 교통공원을 현대자동차, 안실련, 로이비쥬얼, 노원구 등이 협력하여 

리모델링하고 운영 중인 어린이 교통공원 

⁃ 5세 이상 어린이에게 무료 체험

⁃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83

⁃ 시설면적: 1,861㎡(실내교육장 1,2층, 250㎡)

⁃ 교육내용: 교통안전애니메이션 상영, 날씨별 안전체험, 공사장 안전체험, 실외 교통안전 체험, 버스 승하차 

안전체험, 자전거 안전체험 등

자료 및 이미지 출처: 어린이 교육안전교육장 – 어린이 교통공원(노원)(http://poli.hyundai.com/Park/Nowon.aspx), 
현황사진: 구글 이미지검색, ⓒ洪凱勛, ⓒ강범솔, ⓒ철이네 너튜브, ⓒ박진환(상단 우부터 시계방향)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례2: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4 

⁃ 주요시설: 실내교육장(162석, 232㎡), 실외교육장(2,250㎡), 잔디동산(1,204㎡), 주차장(1,200㎡, 33면)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고양도시관리공사(https://www.gys.or.kr/subpage/inde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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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외국인 대상 순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조선시대 순라와 함께 통행금지를 소개하고 순라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마련, 체험 부스 운영

∙순라: 조선시대 도둑과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해 밤에 궁중과 장안 안팎을 순찰하는 것

∙순라군이 순찰하는 2경에서 5경 사이에 통행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외법’ 적용으로 낮 시간대 외출을 

삼가야 하는 여성들의 통행을 일정 시간 허용함23) 

‐ 체험 부스는 종묘광장공원 복장 안내 및 대여 공간의 일부를 활용함

￭ 과거/현재/미래형 순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날, 가족의 달 행사 등 이벤트 주간에 이색 테마 순라체험 프로그램 운영

‐ 조선시대형<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 순라복 입고, 당나귀 타고 서순라길 순라(순라 대형 참여자가 돌아

가면서 일정 구간 당나귀 타기 체험)‐ 대한제국~일제강점기<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 자전거 타고 서순라길 순라

‐ 현재형<초등학생>: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타고 서순라길 순라

‐ 미래형<중·고등학생>: 전동 킥보드 타고 서순라길 순라

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서울시, 민간

◦ 순라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종로구

23) 한국농정, 2019-06-30, “[그 시절 우리는] 야간통금② 순라꾼·야경꾼·방범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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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종묘광장공원 서측

￭ 재원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시비, 민간기업(자동차 또는 자전거 기업)

◦ 순라 체험 부스 설치 및 운영: 시비, 구비

5) 기대효과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 및 순라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존 어르신 공간의 이미지에

서 가족 단위 나들이 지역으로의 이미지 구축 계기 마련

◦ 주변 국악 체험 프로그램과 세운상가 시설 등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

◦ 연계 관광으로 방문객의 지역 내 체류를 장기화시킴으로써 지역 내 소비 활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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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돈화문로 지역 일대 조망 전망대 설치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관광으로 각광받는 한옥마을에는 한옥군의 지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망점이나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음

‐ 북촌한옥마을은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어, 골목길 내에서 한옥군의 지붕을 감상할 수 조망점 있으며, 민

간이 ‘북촌전망대’24)을 운영 중임

‐ 전주한옥마을은 마을 전체 기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데크 전망대(오목대 전망대)를 설치함

◦ 익선동 한옥마을에 전체 한옥군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루프 탑 카페나 펍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은 

전망대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사업 목표

◦ 종로 골목길 투어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2) 사업 여건

￭ [종로구] 돈화문로 지역을 거치는 골목길 탐방코스 운영 현황: 5개 테마 코스

◦ 3·1운동길(약 2시간)

‐ [A코스] 3.1운동 거사 주요 모의처: 옛 천도교 중앙총부 터 → 김승희 집 터 → 손병희 집 터 → 중

앙고등보통학교 숙직실 터 → 유심사 터 

‐ [B코스] 3.1독립선언서 인쇄, 배포, 독립선언 거행 장소: 보신각 → 보성사 터 → 태화관 터 → 

YMCA → 승동교회 → 탑골공원 → 천도교중앙대교당(이종일 집 터) 

◦ 익선동(약 2시간)

‐ [A코스] 젊은 감성의 문화길: 익선동 한옥마을 → 오진암 터 → 우리소리도서관(일, 법정 공휴일 휴관) → 

대각사 → 주얼리지원센터 제2관(SPACE42) → 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 서순라길 → 돈화문 국악당 

→ 창덕궁(월 휴관) 

‐ [B코스] 어르신을 위한 특화길: 운현궁(월 휴관) → 오진암 터 → 우리소리도서관(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익선동 한옥마을 → 어르신친화거리(락희거리) → 실버영화관(허리우드극장) → 탑골공원 → 송해길 → 

종로귀금속거리(단성골드 주얼리센터 보석역사관) → 종묘(화 휴관)

◦ 종로1-4가(약 2시간)

‐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 → 조계사 → 우정총국 → 인사동길 → 탑골공원 및 원각사지 10층 석탑 

→ 종묘(화 휴관) → 세운상가(일요일, 공휴일 휴관) → 청계천 → 관철동 젊음의 거리&지하쇼핑센터

24) 북촌전망대는 네이버지도에서 ‘갤러리, 화랑’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음료를 판매하는 전망 좋은 카페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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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동 한옥 지붕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뷰

◦ 종로세무서 8층(식당층)

‐ 익선동 한옥마을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특히 정세권의 중당식 실험주택의 다른 한옥과 구분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종로세무서 9층에서 

<익선동 한옥을 내려다 본 모습> <종묘를 바라본 모습>

낙원아파트 16층 옥상에서

<동향: 종묘/익선동 한옥마을 방향>

<북향: 북촌한올마을> <남향: 탑골공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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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아파트 16층 옥상

‐ 청와대,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종묘, 익선동, 탑골공원 등 종로구 주요 관광지를 볼 수 있어 연계 관광 

안내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익선동 정세권 실험주택은 앞 건물에 가리어 볼 수 없음

‐ 개방이 원칙이나 투신자살 사건 이후로 출입이 관리·통제되고 있음(협의 필요)

◦ 종로세무서 8층(식당층)과 낙원상가 옥상이 종로구 소유나 관리 부동산이 아니므로 특정 조건 하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협약 체결 유도 필요

￭ 종로의 주요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고 종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세운상가 전망대

◦ 다시 세운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된 세운상가 전망대는 종묘와 종로1~6가, 동대문 등 종로 중심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음

‐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조성되면서 일반인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 중이나 세운상가 아파트의 사유지로 

완전 개방은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음

◦ 전망에 대한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초행이나 종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묘와 현 풍

경만 감상하고 내려감 

세운상가 전망대

￭ 특정 시간, 관광/지역 해설사 동행 등 일정 조건 하 개방 유도 필요

◦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해설사가 동행하는 골목길 투어 한정 개방 허가 유도

‐ 전망대 이용 골목길 투어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으로 한정하여 운영

‐ 방문 전 해설사가 관리사무소에 방문 인원 등을 미리 알리는 절차 마련

3) 사업 내용

￭ 익선동과 돈화문로 일대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 설치 제안 장소: 낙원상가 옥상(16층, 5층), 종로세무소 8층(식당층), 익선동 이비스(Ibis)호텔 옥상

◦ 방문일(월 2회, 주1회, 요일), 방문시간대 등은 각 건물의 관리 주체가 지정하는 것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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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예시

관련 참고 사례: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데크 전망대

오목대 데크 전망대에서 전주한옥마을을 바라본 모습  ⓒ김진호

￭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안내시설 설치1: 난간 활용

◦ 세운상가 전망대 난간에 역사적인 건물이나 건물터, 독특한 형태의 건물 등을 소개하는 안내물 

부착

‐ 설치 예시: [국일관] 과거와 현재의 모습, 관련 인물 및 사건 소개 등 

         [종로타워] 화신백화점 터, 과거 화신백화점 모습, 건축 개요, 설계자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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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예시

세운상가 전망대(9층) 유리 난간에 주요 건물 안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안내시설 설치 사례: 서울 중구 정동길 운교 터 안내시설

∙ 정동길 보행로에 설치된 운교 터 안내시설은 덕수궁 남쪽 담장에 남겨진 운교 기초 흔적과 연계되도록 설치되어 

보행자가 안내시설을 통해 정동길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

그림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안내시설 설치2: 주변 지역 안내 키오스크 설치

◦ 세운상가 주변 지역 관광지 소개, 종묘 및 돈화문로 일대 과거 모습을 안내하는 키오스크 설치

설치 
예시

세운상가 전망대(9층) 주변 지역 안내 키오스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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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구성 예

세운상가 주변 주요 관광지 소개 세운상가 주변 주요 관광지 소개

 

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익선동 전망대 신설 추진: 종로구

￭ 우선 검토 사업 대상지

◦ 전망대 신설: 이비스 호텔 옥상층, 낙원상가 5층/16층 옥상, 종로세무서 8층, 익선동 166-14 

◦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 안내시설(안내판) 설치1: 세운상가 전망대, 종로세무서 8층

◦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 안내시설(키오스크) 설치2: 세운상가 전망대, 낙원상가 16층 옥상

￭ 재원

◦ 전망대 신설: 민간, 구비, 시비

◦ 안내시설 1, 2 설치·관리: 민간(관리만), 구비, 시비

￭ 관련 사업

◦ 지역 역사·문화 자원 안내시설 설치

5) 기대효과

◦ 익선한옥마을 배경으로 한 셀카 명소로 지역 관광객 모객력 증대 기대  

◦ 정세권 익선동-북촌한옥마을, 주변 관광지 연계 관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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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역 역사·문화 자원 안내시설 설치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돈화문로 지역이 과거 항일·애국 역사적 장소 집적지자 국악을 비롯한 韓 문화 자원 집적지이지만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음

‐ 조선물산장려회관, 조선성악연구회관, 운당여관, 오진암 등 소재

◦ 익선동 내 기존 중정식 한옥에서 중당식 한옥으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적 한옥이 있으나 일반인

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익선동 골목길 해설사 건의사항

‐ 골몰길 해설 시 참여자가 사진 찍기에만 관심을 두고, 해설사의 설명에 잘 귀기울이지 않는 편임

‐ 골목길 해설 참여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필요함

￭ 사업 목표

◦ 지역 내 역사·문화 자원 재조명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가치 제고 

‐ 지역 방문객들의 돈화문로 일대 지역에 대한 흥미·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관광 스토리텔링을 

돕는 안내시설 설치

2) 사업 여건

￭ 익선동 한옥마을 안내지도 설치 현황

◦ 현재 지역 내 익선동 안내지도는 이비스호텔과 익

선동 수표로28길, 총 2곳에 설치되어 있음

‐ 이비스호텔 안내도: 익선동 내 상점 안내

‐ 수표로28길 안내도: 건축왕 정세권의 익선동 한옥

마을 개발 소개 및 상점 안내

‐ 피맛길(갈매기살 골목) 입구: 다다익선 한옥길(익선동) 

답사 코스 안내

￭ 안내 기능 잃은 現 <익선동 한옥마을과 기농 정세권 선생> 안내시설

◦ 현 위치 표시 수정 필요

‐ 잘못된 ‘현 위치’ 안내 표시: 안내도 설치 위치가 변경되어 다른 골목임에도 같은 골목에서 동쪽으로 

조금 이동한 곳에 ‘현 위치’ 표시로 안내 기능 상실 

익선동 안내도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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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도를 읽는 방향과 안내 표시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내도에 방향 표시가 없어 안내도가 

잘 읽히지 않음

◦ 정세권과 한옥마을을 소개하면서 건축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중당식 한옥인 익선동 166-53, 

166-65는 안내지도에서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고 있음

2016년 설치25) – 익선동 166-14 가벽면 ① 2020년 현재 – 익선동 166-37 앞

이미지 출처: ①네이버 개인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loveh01/221190206751, 카카오맵

￭ 박귀희와 운당여관

◦ 운당여관은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 23호 박귀희 명창이 1958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했던 곳으로 

국수전, 명인전, 국기전 등 주요 기전의 결승 대국이 열린 한국 바둑의 산실이기도 함

‐ 1955년 박귀희는 박초월과 김소희와 함께 후진 배양을 목적으로 “한국민속예술학원<국악예술학교(1960), 

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설립함

‐ 박귀희는 운당여관을 팔아 전액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현 시흥동 교사 이전을 위해 학교에 기부함

◦ 운당여관 한옥 건물 대부분은 남양주 종합촬영소에 이전 복원되어 세트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악발전 2025 전략에서는 신규 ‘국악둘레길 관광코스’ 개발·운영사업 관광코스에 운당여관을 포함

하고 있음 

‐ 국악로 옛 명소(운당여관, 국악사양성소) → 돈화문국악당(공연)

  : 운현궁 → 운당여관 → 비변사터 →돈화문로 → 서순라길 → 대각사

25) 한겨레, 2018-02-26, “북촌 한옥단지에 스민 ‘경성 건축왕’의 항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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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록주와 조선성악연구회 옛터

◦ 박록주는 조선성악연구회, 여성국악동호회, 국극사, 판소리보존연구회 등 평생 국악 발전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로 익선동 조선성악연구회관 기증하여 조선성악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에 기여함

◦ 2009년 국악의 거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에서 조선성악연구회 옛터를 판소리 실내 공연장 

및 전통문화센터로 제안한 바 있지만 진전됨이 없이 이후 계획에서 사라짐

조선성악연구회(익선동 159 (5)~(8))

(4) 익선동 160

  ⁃ 조선성악연구회 명인명창 전용 인력거
가 대기하던 곳

(5) 조선성악연구회 대문 있던 곳

(6) 조선성악연구회 사무실 있던 곳

(7) 조선성악연구회 명인명창들이 사용 
하던 방

(8) 명인명창들이 공부하던 한옥

   : 대청, 헛간(소품창고)이 있었음

(9) 조선성악연구회 전용 인력거가 자주 
다니던 동선 

박록주 살던 집

(1) 돈의동 21-4

  ⁃ 박록주 살던 때는 <가>쪽 문 위치

  ⁃ 1996년 신축

박록주창악연구소 터(익선동 127-4)

  ⁃ 1974년 박록주 운영 

내용 참고 및 그림출처: 노재명(2017), 『조선성악연구회 발자취를 따라서』, “박록주 명창 생가와 조선성악연구회 흔적을 찾아서”, 
p.289~291, 조선일보, 1974-01-06, “절교 보복 애인 사살”

3) 사업 내용 

￭ 기존 <익선동 한옥마을과 기농 정세권 선생> 안내시설 정보 수정 재설치

◦ 현 위치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정세권의 실험주택 위치를 표기

◦ 과거 익선동 내 있었던 주요 시설물 표기 

‐ 익선동 조선물산장려회 옛터(‘산정사랑’)

‐ 조선성악연구회 옛터, 운당여관 옛터 

￭ 운당여관 옛터 안내시설 설치

◦ 예술인, 문인들의 사랑방, 한국 바둑의 명소(1989년 1월 26일, 조훈현-이창호 사제 대결)로 관련 일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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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성악연구회 옛터 안내시설 설치

◦ 조선성악연구회 전용 인력거 대기 장소 및 인력거 주요 이동 경로였던 피맛길 이동 동선을 표현한 

조형물 설치

인력거 관련 조형물 설치 예 1 인력거 관련 조형물 설치 예 2

◦ 조선성악연구회 명인명창들이 교육하고 연습하던 한옥과 마당이 있었던 곳의 건물 벽면에 조선성악

연구회 벽화 그리기

‐ 조선성악연구회 기념촬영 사진을 참고한 조선성악연구회 회원 모습 벽화

‐ 공간 사용 안내

‐ 조선성악연구회 온라인 아카이빙이나 동영상 콘텐츠가 제시된 사이트를 QR코드로 안내(공공 wifi설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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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경

골목길 전체 뷰

부분

조선성악연구회 회원 벽화

조선성악연구회 공간 안내 인력거에 타고 이동하는 명인, 명창

노재명(2017), 「조선성악연구회 발자취를 따라서」, p.289~291, 
내용참고,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1937-05-23, “조선성연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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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기존 익선동 안내시설 재설치: 서울시

◦ 운당여관 옛터 안내시설 설치: 서울시

◦ 조선성악연구회 옛터 안내시설 설치: 종로구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익선동 한옥마을과 기농 정세권 선생> 안내시설 설치 위치: 익선동 한옥거리 초입

◦ 운당여관 터(익선동 65-1), 조선성악연구회관 터(익선동 159)

￭ 재원

◦ 기존 익선동 안내시설 재설치 및 운당여관 옛터 안내시설 설치: 시비

◦ 조선성악연구회 옛터 안내시설 설치: 구비, 시비

￭ 관련 사업

◦ 돈화문로 지역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안내시설 설치

5) 기대효과

◦ 국악과 주거지 개발 과정 관련 스토리텔링 소재 안내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

◦ 서울시 돈화문로 일대 전통문화 둘레길 개발(「국악발전 2025」)에 일조



04 돈화문로 지역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73

9∙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안내시설 설치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삼일대로 전역에 걸쳐 다양한 안내·전시시설이 설치되었

으나, 3·1운동길에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시설 미설치

이미지 출처: 서울시(2017.06.), [3·1운동 대표가로 조성을 위한 삼일대로 심포지엄 발표자료] “삼일대로 일대 3.1운동 기념
대표가로 조성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p.29, 이미지에 조선물산장려회관 위치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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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중·후반부터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의 조선물산장려회 활동 및 조선어학회 후원 등 애국 

활동이 다양한 콘텐츠 형식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음

‐ 김경민(2013), 『리씽킹 서울』, p.45 / 김경민(2017),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 p.119~180 

‐ <KBS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 94 민족기업가 정세권, 침체된 조선물산장려운동을 활성화시키다

/95 정세권, 일제의 한글탄압에 맞선 민족기업가, 유투브 2019.02.12. 게시

‐ <KBS역사저널 그날> 나의 독립 영웅 | 67 정세권(건축가 유현준), 유투브 2019.04.26. 게시

‐ <MBC [기억록]> 배두나, 정세권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유투브 2019.07.08. 게시

‐ <국회방송 NATV 대한민국 100년의 유산> 한옥과 한글을 지킨 민족운동가, 정세권, 유투브 2019.08.01. 

게시

◦ 정세권과 관련 있는 낙원동 300번지, 익선동 166-5번지(1930년 필지 분할 전) 조선물산장려회관 옛 

터는 정세권을 주제로 하는 북촌 연계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관련 건물 및 조선물산장려회관 이전지26)

26)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어 “물산장려회”로 기사 내용에서 발췌·정리함.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조산물산장려회관 입지 관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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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서울시는 정세권과 관련된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를 찾아 표석 설치 계획을 발표27)

했으나 2020년 12월 현재 낙원동 300번지 주변에 표지석 미설치 상황임28)

￭ 사업 목표

◦ 정세권과 관련 있는 최전성기 시절의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에 표지석 및 안내·기념 시설 설치 

2) 사업 여건

￭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1: 낙원동 300번지(정세권의 건양사) 과거 모습과 현황

◦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의 전성기 회관인 낙원동 300번지는 탑골공원 팔각정과 원각사지십층석

탑의 서북방향 위치함

‐ 남인사마당과 탑골공원 사이 횡단보도의 바로 북측이 낙원동 300번지임

◦ 다음을 근거로 1959년 구 조선물산장려회관 건물 특정(뒷장)

‐ 정몽화(1998), 『구름따라 바람따라』, “낙원동 300번지”, p.86: “파고다 공원 후문 쪽에 있던”, “붉은 

벽돌집”, “건물이 넓은 만큼 우리의 살림집은 4층이었고”

‐ 김경민(2017),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 p.136~137, 인용글과 「장산」 제2권 제2호의 “표지”와 인용한 

“신축 조선물산진열관 평면도”

「장산」 표지:
신축 조선물산진열관 외관

신축 조선물산진열관 평면도

(상)1층 / (하)2층 평면도 (상)3층 / (하)4층 평면도

자료출처: 김경민(2017),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 p.137, 「장산」, 제2권 제2호, 재인용

27) 서울특별시 새소식,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25
28) 서울시 표지석 관리 담당 및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 담당자 확인 및 현장 답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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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구 조선물산

장려회관
추정 건물 모습

①

2020 현재
낙원동 300

②

이미지 출처:①http://blog.daum.net/hts0627/5194277        (우) 카카오맵 스카이뷰(검색: 익선동 300번지)
          ②사진 촬영일: 2020년 12월 18일,

￭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2: 익선동 166-5(1930년 기준) 현황 

◦ 조선물산장려회관이 익선동에 입지한 당시 1929~1931년의 익선동 166-5은 현재의 익선동 

166-5, 166-14~83를 포함하고 있었음

‐ 익선동 166-5는 1930년 8월 20일 분할되어 본번에 –14내지 –60를 부함29)

◦ 익선동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는 1929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1936년 발행된 “대경성

부대관”30)을 참고하면 다음 그림에서 표시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함

대경성부대관(1936년 발행, 1920년대말 기준) 현재 위치 추정

자료: 윤아라미(2017), 「익선동 한옥주거지의 형성과정과 건축특성 연구」, 필지 분할 내용 참고
이미지 출처: 대경성부대관(1936) p.33, 재인용, 카카오맵

29)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토지(임야)정보 166-5, 166-14를 비롯한 해당 지번 조회

30) 대경성부대관은 1936년에 발행되었지만, 1920년대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윤아라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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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29-11-24]  “집회에 무료공개 사교실을 집회에 공개할 터. 조선물산장려회의 결의”

조선물산장려회에서는 금번 그 회관을 시내 익선동 166번지로 옮기고, 지난 22일 오후 8시에 동 회관에서 

상무이사회를 열고 좌기사항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회관 일부 온돌 평방 십여 평을 그 회사 교실로 정하고 일반 

공중집회에 무료공개를 결정하였다는데 그 집은 구 한국 황실 근친 후작이 살던 누동궁이오, 그 중에도 제일 

화려 광활하던 산정사랑인 바 위치가 경성의 중앙이오, 교통이 편의하여 일반집회장소로는 좋을 모양이더라.”

◦ 구 익선동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는 현재 익선동 상점가에 해당하여 안내시설 설치하기 어렵지만, 

1930년 분할 이전 166-5번지였던 현 익선동 166-5, 166-14는 안내시설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익선동 166-5는 현재 신축공사를 위해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 익선동 166-14는 현재 즉석사진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과 같이 조성되기 전에는 가

설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앞에 익선동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익선동 166-5 익선동 166-14

3) 사업 내용

￭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인 낙원동 300 주변에 안내시설 신설

설치 
예시

낙원동 300번지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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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인근인 익선동 166-5, 166-14에 안내시설 설치

◦ 공사 가설울타리 패널 래핑

설치 
예시

익선동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표지 – 조선물산장려회 활동 이미지 활용

활용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조선물산장려회, 독립기념관(https://www.i815.or.kr)

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표시석 설치: 서울시

◦ 가설울타리 패널 래핑: 종로구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남인사마당 인근 횡단보도 건너편, 익선동 166-5, 166-14

￭ 재원

◦ 조선물산장려회관 옛터 표시석 설치: 시비

◦ 가설울타리 패널 래핑: 구비 

5) 기대효과

◦ 조선물산장려회 활동과 정세권 익선동 한옥 개발 관련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 3·1운동과 연계한 애국 활동 지역으로서의 지역 정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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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돈화문로 지역 인식 설문조사

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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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5

2) 코딩 및 데이터 전처리 

￭ 중복 응답 

◦ 온라인 설문에서 10분 이내 전 문항 같은 응답을 보인 경우, 첫 번째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

제함

￭ 무성의한 답변 배제

◦ 온라인 설문 특성상 주관식 문항의 참여 저하를 막고,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형용사’를 묻는 질문

을 목록 선택형으로 설계함

◦ 일부 응답에서 형용사 선택지 전 문항을 선택하거나 상반 형용사를 모두 선택한 경우 해당 문항 

응답 전체를 결측치로 처리함 

‐ 전체 응답 시 미입력, 상반 형용사 응답 시 전체 칸에 ‘상반’으로 표기

￭ 설문 응답 코딩

◦ 종묘 연상단어 코딩 정리 내용

종묘 응답 코딩

건축/건축미/건축물/단아한건물/길다란건물/기둥/웅장한지붕형상/박석바닥/울퉁
불퉁바닥/기다란/단아한건축/정전/일정한간격/수평/수평선/동양의파르테논신전/
정전/영녕전

건축미_정전_영녕전

고요/고즈넉/고즈넉한 고요_고즈넉함

관광/관광지/서울여행/수학여행/관광명소 관광명소

궁궐/궁/왕궁/창경궁/창덕궁/고궁 고궁

깨끗/깨끗함/쾌적 쾌적_깨끗함

나무/소나무/숲/숲길/녹지/풀 나무_숲_녹지

노인/할아버지/할머니/어르신(들)/노년층/나이드신/실버/고령/고령화/나이드신/늙은 어르신

넓은공간/넓은땅/넒음/마당/넓은 넓은공간

단풍나무/단풍/단풍맛집 단풍

드라마/킹덤 드라마_킹덤

묘/무덤/사직종묘/왕의종묘/태묘/오래된묘/묘지/왕가사당/왕과왕후의신주/
조선왕유골/조선시대왕의사당/종묘/사당/왕릉/왕의무덤/왕위폐/릉/무덤/안치단/
위패

조선왕_비_사당

무겁다/무게감 무게감

문화/옛문화/문화적 문화

사직종묘/종묘사직/제단/사직/사직단 종묘사직

산책/걷기/조용한산책/산책하기좋음/나들이 산책하기좋음

새해/재야의종소리/제야/종/보신각 새해_제야의종소리_보신각

세계문화유산/세계유산/유네스코/문화재/문화적/문화/유적지/유적/역사유적지/
유산

세계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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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응답 코딩

숲/숲길/녹지/풀 숲_녹지

썰렁함/을씨년하다 썰렁함_을씨년함

어려운느낌 어려운느낌

엄숙한/엄숙함/장엄/근엄/근엄함/정숙/조용/조용한/조용함/조용하다/정적 엄숙_근엄_조용함

역사/옛스러움/역사적인곳/역사적/살아있는역사 역사적인곳

옛날/옛거리/옛것/오래된느낌 옛날

왕/왕조/국왕/조선왕/조선왕조/조선왕가/왕실/임금 조선왕조

유교/유교사상 유교

자연친화/자연 자연

전통/의제/의식/예의/참배 전통_의식

정전/신전/영녕전 정전_영녕전

제례/종묘제례/전통제례/제사/대제/국가제사/나라의제사/조상께제사 종묘제례

제례악/종묘제례악/종묘제악/음악 종묘제례악

조상/조상님 조상

조선시대/조선/조선왕조/조선역사/왕조/이씨조선 조선왕조

조용/조용한/조용함/조용하다 조용함

종묘시장/종묘역/구제/(일부)시장 동묘_착각

종친/종친회 종친

한산/한적함 한산_한적함

힐링/휴식/평화/편안함/편안/평화 힐링_편안함

◦ 탑골공원 연상단어 코딩 정리 내용

탑골공원 응답 코딩

31운동/삼일운동/3.1운동/3.1독립만세운동/만세/만세운동/삼일/삼일문/독립운동/
독립/독립선언서/삼일절/독립운동

3·1운동

가보고싶은마음없음/가기싫음 가기싫음

과거/옛날 옛날

나무/은행나무 나무

낙원상가/낙원상가악기 낙원상가_악기

노래/탑골가요/음악 탑골가요_노래

노숙인/노숙자/노숙 노숙자

노인/할아버지/할머니/어르신(들)/노년층/나이드신/실버/고령/고령화/나이드신/
늙은

어르신

노인모임장소/노인집합소/노인들장소/노인의놀이터/노인쉼터/어르신쉼터/노인들
휴식처/장기두는어르신

어르신쉼터

담배냄새/냄새 냄새

독립선언문 독립선언서

무료급식/무료급식소/밥차/도시락/급식 무료급식

문화유적/문화유적지/유물/국보/사적 국보_문화유적지

바둑/장기/장기판 바둑_장기

박카스/박카스/박카스할머니/성관계/성/성적문란 박카스할머니

복잡하다/ 복잡/복잡한/복잡함/사람많음 복잡한

복지/빈곤/사회문제/어려운느낌 복지_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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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응답 코딩

불청결/더러움/지저분/지저분하다/비위생 지저분함

새/비둘기 비둘기

쓸쓸함/생기없음 쓸쓸함_생기없음

알콜중독/주취자 주취자

역사/근현대사/도심속역사 근현대사

오래됨/오래된곳/오래된/옛날공원/낙후/낡은/오래된 오래됨_낙후

온라인탑골공원/탑골가요 탑골가요

원각사지/원각사비 원각사지_비

원각사지10층석탑/석탑/탑/탑골/백탑 원각사지10층석탑

응답하라/레트로/추억 응답하라_레트로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종로2가/종로3가/종로3가역/종로/종로구/종로3가/종로2가/종로4가/도심/중심/
구도심

종로

최고의공원/최초공원/옛날공원 최초공원

태극기부대/태극부대/극우/시위대 태극기부대

파고다/파고다공원/공원/도심공원/도심의공원 공원_파고다공원

팔각정/정자 팔각정

학원/토익학원 영어학원

◦ 익선동 연상단어 코딩 정리 내용

익선동 응답 코딩

감성/감성카페/카페거리/고기집도카페느낌/신흥카페(음식점)/분위기있는카페/핫
플레이스카페/레트로감성/인스타(감성)/떠오르는거리/레트로/커피/커피숍/카페/
찻집

감성_카페_찻집

게이/동성애 게이_동성애

골목길/골목/거리 골목길

과거/과거와현재의만남 과거와현재의만남

관광명소/여행/구경/나들이/서울여행 관광명소

구한말의상체험/경성시대옷 구한말의상체험

귀금속/금은방 귀금속

글쎄요/없음/모름 결측치 처리

노후/낡음 낡음

다양한/다양함/다채로움 다양함

도시재생/개발/도로정비/변화 도시재생

맛집/음식점/식당/먹거리/먹자거리/돈카츠/맛있는음식/음식/음식가게/갈매기골목/
갈매기살/호떡/파스타

맛집

먹거리/먹자거리/먹자골목 먹거리

바가지/비싸다/비싼가격/비쌈/가격거품/가격/물가 비싼가격

붐비는/북적북적/사람/사람많음 북적북적

사진/사진_꽃/인생샷/포토스팟 사진

산책/걷기 산책

상업지/상업지구 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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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동 응답 코딩

새로운/생소함/새로운공간 새로운_공간

술/막걸리 술_막걸리

먹거리/먹자거리/먹자골목 먹거리

바가지/비싸다/비싼가격/비쌈/가격거품/가격/물가 비싼가격

붐비는/북적북적/사람/사람많음 북적북적

사진/사진_꽃/인생샷/포토스팟 사진

산책/걷기 산책

상업지/상업지구 상업지

새로운/생소함/새로운공간 새로운_공간

술/막걸리 술_막걸리

약속/약속장소 약속장소

연인/커플/데이트 연인_데이트

옛집/옛정취/올드시티/옛물건/옛가게/골동품 옛정취

음식가게/음식점 음식점

이쁘다/이쁜가게/예쁜까페/예쁜가게/이쁨/아기자기/ 예쁨_아기자기함

인사동/작은인사동 인사동
젊음/젊은공간/젊은층/젊은사람/젊은이(들)/젊은남녀/젊은애들/젊은장소/청년/
대학생

젊은_장소

젠트리피케이션/미래가걱정된다 젠트리피케이션

좁다/좁은길/협소/오 조 좁은_협소

케이크/티라미수/디저트/수플레팬케이크/팬케이크/베이커리 디저트음식

한국전통/전통/적통적/한국적/전통문화/대한민국특산품/부채 한국_전통적_특산품

한옥/한옥마을/한옥거리/한옥이/기와집/고가옥/고택/기와/구옥 한옥_마을

핫플/핫플레이스/핫하다/힙플레이스/힙/힙하다/볼거리먹을거리많은곳/인기있는곳/
유행/트렌드/트렌디/유명한/인기있는장소/유명한곳

핫_힙플레이스

활기참/발랄함 생기_발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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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물산장려회관 입지

￭ 조선물산장려회 발족(1923년 1월 20일) 장소: 낙원동 협성회관 강당(낙원동 282)

◦ [조선일보, 1923-01-22]  물산장려회  

“경성 시내 수십 단체의 연합발기로 물산장려회의 발기총회를 연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가 있었거니와 재작

일(그제) 오후 7시에 시내 낙원동에 있는 협성학교 안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이하 생략)”

◦ [다음 블로그, 현이의 이바구]  “조선물산장려회의 창립”  http://blog.daum.net/gmania65/614

“마침내 1923년 1월 20일 서울 낙원동 협성학교(協成學校) 강당에서 조선물산장려회의 전국적 조직체가 

탄생되었다. 창립총회에서 이사 20명을 선출했는데, 독립운동가, 교육자, 종교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민

족지도자가 망라되었다. 이 회의에서 회의 조직과 활동 방향이 정해졌다.”

◦ [위키백과, 서북학회]  “서북협성학교”

‐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B6%81%ED%95%99%ED%9A%8C 

“서북협성학교는 1905년 11월 1일 이갑, 유동렬, 박은식 등이 서우 사범학교 설립, 1907년 1월 3일 이

종호, 김주병, 이준 등 한북의숙 설립, 1908년 11월 2일 경성부 낙원동 282번지에 신축개교, 1908년 

11월 3일 서우 사범학교와 한북의숙을 통합 서북 협성학교로 개명, 1910년 10월 1일 경술국치 후 서북

학회 해체, 교명을 오성학교로 개명, 1918년 4월 민족적 불온사상의 온상이라는 명목으로 일제에 의해 강

제폐교, 1921년 4월 오성강습소로 개교, 1922년 3월 협성학교로 다시 개명, …(이하 생략)”

￭ 조선물산장려회 관련 장소(1923년 2월 16일): 견지동 80번지

◦ [조선일보, 1923-02-16]  토산장려 금일부터 실행 자작자급 이천만민중의 일치합세로 성취할 자활운동

‐ 마지막 서명에 조선물산장려회 주소 언급: 경성부 견지동 80번지 조선물산장려회

‐ 현재 견지동 80번지는 검색 불가. 견지동 81번지는 아름다운 동행(단체/협회), 일광정사(액자/표구), 

일록(전통찻집). 견지동 79번지는 조계사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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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물산장려회 관련 장소(1920년대): 서울 경운동 천도교당

◦ [동아일보, 1923-03-06]  “토산부인의 열규” + 강연회 사진 

‐ 3월 4일 오후 7시 반경 토산애용부인회 주최 강연회를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성황 개최: 청중 2천 5백명

‐ 해당 사진 독립기념관 https://www.i815.or.kr/upload/kr/magazine/magazine/44/post-462.html

◦ [동아일보, 1923-05-02]  “물산장려회 총회” + 총회 사진 

‐ 재작일(그제, 4월 30일) 오후 천도교당에서 물산장려회 총회 개최: 각 부 보고 및 이사 20명 선정

‐ 해당 사진 출처: 독립기념관 https://www.i815.or.kr/upload/kr/magazine/magazine/44/post-462.html

￭ 조선물산장려회 관련 장소(1924~1925): 관훈동 30번지 / 견지동 80번지

◦ [조선일보, 1924-12-16]  “물산장려회 이전” 

“물산장려회 이전 – 민영휘씨의 또 기부

시내 관훈동 30번지에 있는 조선물산장려회에서는 교통불편으로 이번에 견지동 80번지로 사무소를 옮기는 

동시에 1층 확장을 할 모양이라는데 민영휘씨로부터 의연금 200원이 들어왔다더라.”



부 록 91

￭ 조선물산장려회관(1925.10.~ ??): 황금정 1정목 143번지

◦ [동아일보, 1925-10-18]  소식 

“▲ 조선물산장려회 황금정 1정 목143번지로 이전” 

◦ [동아일보, 1927-08-01]   신간소개

“자활 임시호 창간호는 당국의 기휘에 촉하여 압수를 당하고 임시호를 발행한 바 

정가 15전  발행소: 경성 황금정 1정 143번지 조선물산장려회 

￭ 조선물산장려회관(1928.01.추정 ~1928.08.03.) 위치: 경운동 96번지

◦ [동아일보, 1928-01-08]  조선물산장려 경성지회 설립

“시내 경운동 96번지에 있는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설립 준비회에서는 그제(재작일) 오후 여덟시에 동 

회관에서 제2회 준비위원회를 류영모의 사회로 아래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더라.” 

￭ 조선물산장려회 회관(1929.08.04. ~ 1929.11.15.) 위치: 관훈동 197번지

◦ [조선일보, 1929-08-06]  조선물산장려회 이전

“시내 경운동 96번지에 있는 조선물산장려회는 일전에 관훈동 196번지로 이전하였다.” (주소 오타  추측)

◦ [동아일보, 1929-08-06]  조선물산장려회 이전

“조선물산장려회는 지난 4일 시내 관훈동 197번지로 이전했다더라.”

◦ [조선일보, 1929-11-08]  신간소개

“조선물산장려회 회보 = (창간호) 발생소 경성부 관훈동 197 조선물산장려회 진체 경성12” 

￭ 조선물산장려회 회관(1929.11.16.~1931.09.20.) 위치: 익선동 166-5

◦ [조선일보, 1929-11-17]  지사암살을 음모 부호 협박도 누차

“◇조선물산장려회 이전

시내 관훈동에 있던 조선물산장려회에서 16일에 익선동 166번지로 이전하였다.”

◦ [조선일보, 1929-11-24]  조선물산장려회 선전강연회 개최

‐ “조선물산장려회에서는 금번 그 회관을 시내 익선동 160번지(시내 익선동)로 옮기고 첫 회합으로 지난 22일 

오후 동 회관에서 상무이사회를 열고 이에 쓰인 사항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회관 일부 백 여 명을 수용할 

온돌은 그 회사교실로 정하고 일반 공중집회에 무료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1929-11-24]  집회에 무료공개 사교실을 집회에 공개할 터. 조선물산장려회의 결의

‐ 조선물산장려회는 이번에 회관을 익선동 166번지로 옮기고, 22일 오후 8시에 이사회를 엶

‐ 회관 일부 십여 평의 온돌방을 회 교실로 하고 일반 공중집회에 무료공개를 결정함

“그 집은 구 한국 황실 근친 후작이 살던 누동궁이오, 그 중에도 제일 화려 광활하던 산정사랑인 바 위치가 

경성의 중앙이오, 교통이 편의하야 일반집회장소로는 좋을 모양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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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929-12-13]  고려발명협회 일주년 기념

‐ 12월 22일 조선물산장려회교실(익선동 166번지)에서 고려발명협회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결정

◦ [동아일보, 1929-12-13]  고려발명협회 창립 기념 준비

‐ 시내 익선동 166번지에 있는 고려발명협회 

◦ [동아일보, 1929-04-14]  지난 3월 15일에 물산선전의 행렬

‐ 시내 익선동 166번지에 있는 고려발명협회 

◦ [서울부동산종합정보 토지(임야)정보]  익선동 166-5, 166-14, 

‐ 익선동 166-5 : “(20)1930-08-20 분할되어 본번에 –14 내지 –60 부함” 

◦ [동아일보, 1930-10-30]  신간 소개

“조선물산장려회보 10월호 경성부 익선면 166의 5 조선물산장려회발행 진체 경성1281번 정가 십전” 

◦ [조선일보, 1991-12-24]  600년 서울 익선동 누동궁

‐ 누동궁 터 위치 지도 제공

￭ 조선물산장려회 회관(1931.09.21. ~ 1932.07.) 위치: 낙원동 300

◦ [조선일보, 1930-05-18]  “조선물산장려 임시대회”

‐ 조선물산장려회는 16일 8시 익선동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제8회 정기대회 개최

‐ 결의사항: 예산안 통과, 회관 건축건(장소, 건물 설계 신임이사회에 일임), 회보 발전건, 조선물산전람회 

개최 건(다음 해로 연기 가결)

◦ [조선일보, 1930-05-25]  “조선물산장려 부서 선정”

‐ 조선물산장려회에서는 23일 8시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제31회 이사회 개최

‐ 결의사항: 회관 건설 건

⁃ 대지면적: 70평     ⁃ 건평: 50평     ⁃ 층수: 3층    ⁃ 건설비: 2만원 한도

⁃ 설계와 실현은 상무이사회에 일임    

◦ [조선일보, 1931-01-09]  조선물산장려 상무이사결의

‐ 1월 6일 오후 7시 익선동 회관에서 제65회 상무이사회 개최

‐ 안건: 조선물산진열관 신축 위치를 낙원동 300번지로 확정, 건축공사는 2월 하순 공사 착수 예정

◦ [동아일보, 1931-06-17]  조선물산장려 회관 정초식

‐ 물산진열관 겸용 회관(5층 삘딩) 정초식 6월 15일 

‐ 정세권 회관 건축급유지 예산 보고

◦ [동아일보, 1931-09-17]  물산장려회관 신축 준공 재이

‐ 9월 22일 물산장려회 신축회관 낙성식 거행 예정

‐ 물산장려회관 + 물산진열관 4층 양옥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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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931-09-22]  물산장려회이사회

‐ 9월 18일 오후 4시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제5회 긴급이사회 개최

‐ 안건: 회관 및 장래 책임자 문제 

‐ 결의사항

“일. 회관 낙성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하기로 결정함

일. 본회 경리부 전임상무이사 박유진씨의 사임은 수리하고 후임으로 정세권을 보선하기로 결정함

일. 회관은 21일에 낙원동 300번지 신축회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 [조선일보, 1931-12-03]  만주동포협의회 사무소 이전

‐ 만주동포협의회가 낙원동 300번지로 이전 

“만주조난동포문제협의회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무소를 부내 낙원동 삼백번지 조선물산

장려회회관으로 이전하였다는데 전화는 광화문 1319이라고 한다.”

◦ 정몽화, 1998, 『구름따라 바람따라』, “낙원동 300번지”, p.89~93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파고다 공원 후문 쪽에 있던 낙원동 300번지 붉은 벽돌집으로 이사 왔다. 건물이 

넓은 만큼 우리의 살림집은 4층이었고, 나는 4층에 살았다.

우리는 「건양사」·「조선물산장려회」 간판이 걸려있는 1층과는 별도의 옆 계단을 오르내렸다. 그래서 조선물

산장려회 전시장에는 여간해서 드나들 수 없었다. 

￭ 조선물산장려회 회관(1932.08.~ ?? ) 위치: 종로1정목 42번지

◦ [동아일보, 1932-08-04]  소식

‐ 조선물산장려회 종로1정목 42번지로 이전

￭ 조선물산장려회 회관(1932.12.~ ?? ) 위치: 종로2정목 12번지

◦ [동아일보, 1932-12-02]  물산장려회 상무이사회

‐ 11월 29일 오후 4시 중앙기독교청년회관 제4회 상무이사회 개최

‐ 결의사항

“일. 회관 이전에 관한 건: 회관은 시내 종로2정목 12번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다

일. 본회 창립10주년기념식준비에 관한 건: 준비위원 6인을 선거하여 제반사항을 준비위원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다

선출준비위원 이름: 백홍균, 김용최, 김종협, 현동완, 선우전, 명제세”

￭ 조선물산장려회 회관(  ??  ~1933.06.) 위치: 낙원동

◦ [조선일보, 1933-06-30]  물산장려회 이전

“시내 낙원동에 있는 조선물산장려회는 금번 부내 수표정 42번지로 이전하여 휴간 중이든 동회에서 발행

하든 기관지는 제호를 신흥으로 고치어서 오는 8월부터 계속 발행할 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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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물산장려회 회관(1933.07.~ ??  ) 위치: 수표정 42번지

◦ [동아일보, 1933-07-01]  물산장려회 이전

“조선물산장려회는 이번 부내 수표정 42번지로 이전하고 그동안 휴간 중이던 동회 기관지는 신흥으로 개제하야 

오는 8월부터 발행하기로 되었다.”

￭ 물산장려회와 장산사 

◦ [동아일보, 1931-05-10]  물산장려회 이사회 개최

‐ 5월 8일 오후 8시부터 물산장려회관에서 제1회 상무이사회를 개최(이종린 이사장 사회)

‐ 결의 내용

  하나. “장산”은 5월부터 ‘장산사’로 발행하되, 제호변경은 당분간 보류할 것 

◦ [조선일보, 1931-12-02]  제5회 염매시

‐ 낙원동 300번지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11월 4일~30일(제4회 염매), 12월 1일 5회 염매 개시 

그 중 위탁판매와 구입판매를 하여 물품을 풍부케 하기로 하였다. 금후 일주일동안은 자 사 물품은 특별 

염매할 터이다.

◦ [조선일보, 1932-02-09]  신간소개

◇실생활(2월호), 주요 목차 – 만주 문제와 미국 발동, 금재금지와 조선인, 숙명론을 극복하라, 내외 고금사상가 

약리 등 기타  / 발행소- 경성부 낙원동 삼백번지 장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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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세권 

￭ 정세권과 조선물산장려회 인연

◦ [조선일보, 1927-12-19]  조선물산경지준비

‐ 조선물산장려회 12월 17일 저녁 경운동 본부회관에서 경성지회 설립 준비회 개최

‐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설립 준비위원 선정

류영모, 정세권, 안창화, 이현숙, 한선화, 김건표, 박찬영, 박천병, 김병용

◦ [조선일보, 1928-01-18]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대회

‐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설립대회 개최

‐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이사 50인 선정

장두현, 박승직, 류영모, 김건표, 박천병, 정세권, 박찬영, 박덕유, 안창화, 정수일, 이현숙, 조상백, 이동욱, 

이주용, 효상훈 외 35인

 

◦ [동아일보, 1928-04-03]  물산장려경지 제1회 정기회

‐ 물산장려회 경성지회의 제1회 정기대회가 4월 3일 오후 8시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

‐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신임이사 25인 

장두현, 박덕유, 박승직, 오화영, 명제세, 정세권, 최두한, 문무술, 이동욱, 양정식, 백홍균, 김종협, 최의돈, 

김건표, 류영모, 최규동, 이종린, 이주용, 정수일, 박천병, 이인, 송진우, 민태원, 이혼성, 김정수

  

◦ [조선일보, 1928-12-09]  발명계의 일서광 고려발명협회

‐ 경운동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고려발명협회 발기

‐ 발기인(무순)

오화영, 장두현, 유 전, 정세권, 박길룡, 이준열, 현철, 유성록, 유두찬, 명제세, 김종협, 백홍균, 윤신영, 정

수일, 박천병, 양정식, 최재욱, 이인영, 이규한, 명용준, 박양근, 한운교 

‐ 창립대회준비위원

정세권, 박길룡, 유두찬, 명제세, 김종협, 정수일, 박천병, 백홍균

  

◦ [조선일보, 1929-03-31]  제1 금요를 생산장려일로

‐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3월 29일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정기총회 개최 

당선 이사: 정세권, 명제세, 유광렬, 박길룡, 류영모 외 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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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929-04-06]  조선물산장려 부서를 선정

‐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제7회 이사회 개최: 상무이사와 각 부 책임 부서 선정, 고문 추천, 조선물산

전람회 준비위원 선거 

상무 이사: 정보용, 정세권, 김건표, 류영모, 정수일, 유광렬

경리부 이사: 정보용, 정세권, 명제세, 양정식, 박천병  

조선물산전람회 개최 준비위원: 정세권, 박길룡, 이규한, 최재욱, 정보용, 김종협, 양정식, 명제세

◦ [조선일보, 1929-10-05]  물산장려회보 간행

‐ 지난 9월 30일 물산장려회보 간행 인가. 10월 15일 발행 예정 

‐ 회보 경리 책임자: 정세권

‐ 회보 편집 책임자: 명제세 

◦ [조선일보, 1929-12-13]  고려발명협회 1주년 기념

‐ 12월 22일 조선물산장려회교실(익산동 166번지)에서 고려발명협회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예정

‐ 고려발명협회 1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

김용관, 정세권, 명제세, 박길룡, 백홍균, 유광렬, 박천병, 김종협 

◦ [조선일보, 1930-04-20]  조선물산장려 경지부서결정 18일 밤에

‐ 18일 오후 8시 익선동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17회 이사회 개최

‐ 이사부서 선정

이사장급 상무이사와 이사부서 이사장: 명제세

경리부 상무이사: 문완석, 정세권 

◦ [조선일보, 1930-05-25]  조선물산장려 부서 선정

‐ 조선물산장려회에서는 23일 8시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제31회 이사회 개최

‐ 결의사항: 회관 건설 건

⁃ 대지면적: 70평     ⁃ 건평: 50평     ⁃ 층수: 3층    ⁃ 건설비: 2만원 한도

⁃ 설계와 실현은 상무이사회에 일임(정세권 – 경리부상무이사)     

◦ [조선일보, 1931-03-17]  언론권위신장코저 서울잡지협회 조직 (사진 있음)

‐ 3월 13일 17개사 대표 회합에서 서울잡지협회 조직

‐ 정세권은 장산사 대표로 명제세와 함께 참석

⁃ 대지면적: 70평     ⁃ 건평: 50평     ⁃ 층수: 3층    ⁃ 건설비: 2만원 한도

⁃ 출석사급 대표: 장산사 – 정세권, 명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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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권과 조선어학회 인연

◦ [경향신문, 1979-04-29]  “여적” - 애산 이인 선생

“조선어학회의 자금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한 것도 애산(愛山)이었다. 이우식 씨로부터 추수 1천섬과 현금 

15만원을 희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구의 곽살림 종석선생의 직손자로부터 장서 1만 8천권을 기증받고 

서울 가회동의 정세권씨로부터 넓은 땅과 4만 5천원 상당의 양옥을 기증받아 어학회의 연구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것은 오로지 애산의 숨은 공로였다.”

◦ [오마이뉴스, 2019-01-20]  땅값만 12억… <말모이> 비밀 아지트 ‘건축왕’ 기억해야

‐ 정세권은 1935년 2층 양옥의 건물(당시 시간 4천 여원)을 완성하고 조선어학회에 기증

‐ 정세권은 이극로(조선어학회 대표)로부터 조선어학회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회관 부지(화동 129-1) 

32평을 삼(현 시간 12억 8천만 원): 1층-이극로 살림집, 2층-조선어학회 사무실 겸 사전 편찬실로 

사용 

￭ 정세권의 종로 한옥 건축: 실험 주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건축계 제32권 제2호(통권328호)]  이경아(2016), “정세권의 중당식 주택 실험”

익선동 166-53 익선동 166-65

이미지 출처: 이경아(2016), “정세권의 중당식 주택실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건축계 제32권 제2호, p.176 

◦ [프레시안 2013-06-26]  <김경민의 도시 이야기> [4] 20세기 한국 최초 부동산 업자, 정세권 – “서울 

최고의 한옥 지구 만든 그는 왜 잊혔나”

‐ 익선동 166 일대는 정세권이 설립한 ‘건양사’가 큰 대지를 매입하고 분할한 후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 

분양한 한옥 집단 지구임

“ 정세권이 만든 한옥은 전통 한옥을 상당 부분 변형한 것이었다. 당시에서 파격적으로 수도와 전기가 들

어왔고, 환기와 일조권 등 구조에까지 신경을 썼다. 또 행랑방과 장독대, 창고의 위치를 실용적으로 재배

치하고, 대청에 유리문을 달고 처마에 잇대어 함석챙을 다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처럼 그의 한옥은 

20세기형 생활 방식을 고려해 설계된 퓨전(fusion) 한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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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년 <경성편람>에 기고한 정세권의 ‘건축계(建築界)로 본 경성’ 소개 

‐ 춘원 이광수의 ‘정세권’ 묘사 글 소개 [<삼천리> 제8권 제1호(1936년 1월 1일)] 

“조선 물산 장려를 몸소 실행할 뿐더러 '장산사'라는 조선 물산을 판매하는 상점을 탑골공원 뒤에 두고 조

선산 의복과 양복을 장려하고 실생활(實生活)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조선 물산 장려를 선전하는 인물인 

줄 알았다. (중략) 조선식 가옥의 개량을 위하야 항상 연구하여 이익보다도 이 점에 더 힘을 쓰는 희한한 

사람인 줄도 알았다. (중략) 기타 설계 변소, 마루, 토역재료(土役材料) 등 내가 안 것만 하여도 정씨의 

개량한 점이 실로 적지 아니하다. 미다지 밑에 굳은 목재를 붙이는 것도 아마 정 씨(氏)의 창의(創意)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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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탑골공원 

￭ 탑골공원 공간 변천사

◦ [뉴스래빗, 2016-09-26]  “서울시, 창덕궁 일대 4개 거리 역사·문화 살려 새단장”

◦ 김해경, 2020, 『모던걸 모던보이의 근대공원 산책』, 정은문고, 

‐ 탑골공원 배치도

◦ [국민일보, 2020-10-07]  “한국 1호 공원, 어쩌다 박카스 할머니 공원이 됐나 [궁금한 미술] 

20. 영욕의 탑골공원 118년사“

◦ [문화콘텐츠닷컴: 한국 근대음악이야기] 시위연대군악대의 파고다공원 연주회 

‐ 1901년 군악교사로 초청된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가 대한제국의 위용을 드러나기 위하여 창

설된 시위연대군악대원과 함께 파고다공원에서 연주회를 마친 직후 찍은 기념사진

◦ [문화콘텐츠닷컴: 한국 근대음악이야기]  (공연장) 파고다 공원

파고다공원은 1913년 전후로 일본의 조선주차육군군악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주회가 개최된 곳이다. 폐

지된 일본군악대를 대신하여 이왕직 양악대가 공연을 가졌다. 이왕직의 연희, 총독부연희, 4~5월 초하루 창

경원을 비롯하여 파고다공원에서 공연활동을 하였다. 일본용산군사령부 내에 있는 음악당을 1916년에 옮겨 

6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한 번씩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악대장 백우용의 지휘로 개최하였다. 1919년 9월에 

이왕직양악대가 해산되어 경성악대란 이름의 민간악대로 존속되었다.

◦ [네이버 블로그: 추억의 편린들]  60년대 잔상 – 60년대 유명한 파고나 아케이드와 파고다공원

‐ https://m.blog.naver.com/s5we/220696473128

‐ 1970년대 탑골공원 모습 

￭ 군악대 관련

◦ [경향신문, 1987-03-09] “파고다공원”  

‐ 고려 복흥사 터에 1897년 조성. 68년 전 3.1 운동의 발상지, 한국 최초의 공원

‐ (고려) 복흥사 → (조선) 복흥사 → (조선 연산군 10년) 복흥사 폐사, 장악원-기생방 → (조선 중종 9년 

1514년) 장악원 헐림

“서쪽 부지일부에는 1902년부터 5년간 군악대가 이용하기도 했다.

특별한 휴식공간이 없던 서울 사람들에게 파고다공원은 모임과 놀이, 대화의 광장이자 일제 압박에 대한 항

거정신의 광장이었다.” 

◦ [네이버 블로그: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탑골공원 팔모정

‐ https://m.blog.naver.com/11dongne/2210275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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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네 번째 코스 낙원동 탑골공원 동문 앞 백우용집

‐ https://blog.naver.com/11dongne/221028409474

‐ 1919년 9월 12일 해산되기 전 탑골공원 이왕직 양악대 연주 모습(백성빈 씨 제공)

‐ 군악대 뒤에 보이는 한옥이 종로도서관으로 사용된 구 군악대 숙소

‐ 1903년 시위군악대가 탑골공원으로 이전

◦ [네이버 블로그: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다섯 번째 코스 시위군악대 악사(樂舍)터

‐ https://m.blog.naver.com/11dongne/221027535189

‐ 1967년 10월 2일 종로도서관으로서 철거되기 전 시위군악대 건물(한옥) <종로도서관 제공>

‐ 2017년 현재 시위군악대 터 

￭ 종로도서관(구 군악대 건물)

◦ [조선일보, 1967-02-16]  “종로도서관 헐기로” 

‐ 종로도서관 주소: 종로2가 37

‐ 종로도서관은 군악대숙소 건물을 총독부로부터 사재로 빌어 세운 것으로 1926년 경성부립도서관으로 

승격됨

◦ [동아일보 1967-07-04] “어디로 가나?…종로도서관”

‐ 1967년 종로도서관 사진(한옥/서양식)

‐ 조선총독부의 소유였던 한옥(구한말 군악대 사용 숙소)을 이범승씨가 사재로 빌려 약간 수리하고 사유 

도서를 기증하여 도서관 설립함  

‐ 석조로 된 신관은 1923년 7월 민영휘의 기부금으로 건립됨

￭ 탑골공원 내 밴드 버스킹

◦ [경향신문, 1996-02-17]  “록 가수 윤도현 건강한 24살 ‘원시의 포효’” 

‐ 고교시절 윤도현은 친구들과 밴드를 조직해 파고다공원에서 공연을 하기도 함

◦ [개인 네이버 블로그 jongseop1]  https://blog.naver.com/jongseop1/222107587396,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 혼맥”

‐ BTS 아버지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서 본인이 작

사·작곡한 음악을 파고다공원에서 공연을 하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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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묘와 종묘광장공원

￭ 종묘 및 일대 변천

◦ [웹페이지] 서울재발견 서울스토리  “종삼의 역사와 변화”  <1960년대 후반>

‐ http://seoulstory.kr/front/kor/story/view.do?searchCondition=&searchKeyword=&sStatus=9&sDiv

i=0&sTag=%23%EC%97%AC%EC%84%B1&pageIndex=1&idx=3480

◦ [경향신문, 2008-12-15]  “항공사진으로 본 1950년대 서울 종로”  <1950년대>

‐ 종묘 주변을 비롯한 돈화문로 일대의 1950년대 모습 

◦ [서울특별시(2019), 『창덕궁 앞 사진관』]  항공사진으로 본 창덕궁 아랫마을, p.19

‐ 국토정보지리원 제공 항공사진: 1966년, 1981년, 1985년, 2003년, 2006년, 2018년 

◦ [돈화문 나들이, 로버트 가피아스 편]  1960년대 추정 익선동 종묘 일대 항공사진 

‐ 1960년대 익선동-종묘의 한옥군 모습을 볼 수 있는 항공사진

￭ 종묘와 종묘 앞 광장에서의 활동

◦ [경향신문 1962-09-19]  동대문구 우승 씨름

‐ 1962년 9월 13일~18일 종묘 안 광장에서 제1회 전국민속체육대회 개최 

◦ [경향신문 1962-10-15]  서울Y창립기념 24일 종묘서 개최

‐ 다양한 행사 장소 종묘

서울 중앙 YMCA 소년부는 서울Y창립 59주년 기념 가족잔치를 24일 종묘(종로3가)에서 갖는다. 회원 가

족들을 위한 이 날의 잔치에는 백일장, 사생대회, 사진 촬영대회, 상품타기 「게임」, 어린이Y합창단, 행운권 

추첨 등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 [경향신문 1962-11-23]  꼬마 자전거 대회 25일 <종묘에서>

‐ 1962년 11월 25일 “교통공보사” 만 7세 이하 대상 꼬마 자전거대회 개최. 밤 줍기 대회 함께 개최

◦ [경향신문 1966-09-15]  소풍 시즌 오픈

‐ 초등학생 소풍 장소 종묘

소풍 시즌도 오픈 | 서울 혜화국민학교 어린이 4천여 명은 15일 비원과 종묘와 광릉으로 소풍, 하루를 즐

김으로써 올 소풍 시즌의 테이프를 끊었다.

◦ [경향신문 1968-05-12]  신록을 그리는 7천 어린이

‐ 종묘 숲에서 사생대회 개최: 서울 시내 35개교 7천 여 어린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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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973-03-09]  봄 행락은 고궁서

‐ 단체 모임의 장소 종묘

종묘 ― 배수로와 도로 보수를 끝냈고, 각 지방의 특색을 보여줄 서울, 경기, 경상, 충청, 전라 등 9개 시

도 꽃동산을 만들고 있다. 이는 종묘에서 도민회, 군민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열리므로 그들에게 친근

감을 주기 위한 것

◦ [경향신문 1979-05-15]  학교·가정·학생이 참여하는 현장 교육 오늘의 과제 <9> 박군의 일기 

고역스러운 소풍

‐ 서울의 주요 소풍 장소는 남산·종묘·서오릉·어린이대공원 등임

◦ [동아일보 1984-02-25]  종묘 주차공간 토·일요일엔 「풍류광장」으로

‐ 종묘 앞에 대규모 주차광장(3만 9천㎡) 조성 예정. 토·일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풍류

광장으로 활용 계획(조감도)

◦ [매일경제 1985-05-15]  종묘 주차공간 토·일요일엔 「풍류광장」으로

‐ 종묘 앞에 대규모 주차광장(3만 9천㎡) 조성 예정. 토·일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풍류

광장으로 활용 계획

◦ [동아일보 1987-01-27]  도심의 연날리기 종묘 종묘 주차공간 토·일요일엔 「풍류광장」으로 

‐ 휴일마다 종묘 앞 광장에서 연싸움. 10여 명 어르신 기술 지도

‐ 일요일마다 10여 명의 연날리기 어르신이 단체전, 개인전 진행

‐ 연과 얼레 판매: 연 2~5천 원, 얼레 5천 원~3만 원

◦ [동아일보 1988-01-15]  겨울 레포츠로 각광 연날리기

‐ 17일 낮 12시 종묘 앞 광장에서 한국연날리기보존협회 주최 연날리기 

개최 예정

◦ [조선일보 1992-03-18]  “동네공원 서 운동 즐기자” 생활 체육 큰 

인기

종로구에는 게이트볼 외에도 배드민턴, 탁구, 축구, 생활체조 등 7개 종

목의 동호인들이 삼청공원, 종묘공원, 교동국교 등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다. 

◦ [한겨레 1995-10-25]  국악 거리 대축제 31일 종묘공원서

‐ 1995년 10월 31일 국악의 거리 대축제 – 종묘공원 특설무대에서 국악 공연, 산타령, 취타, 북청사자놀이, 

농악 등 공연예정

◦ [조선일보 1995-12-15]  종묘 「국악놀이마당」 만든다

‐ 내년 훈정동 종묘 앞 시민광장에 전통한옥 양식의 60~80평 규모의 국악 전용 놀이마당 조성 예정

◦ [돈화문나들이 김희선편] 

‐ https://youtu.be/Gowoq8K4ntY 

‐ (화면 캡처)종묘 옆 사진 : 1960년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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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지역 개발 컨셉

◦ 조선일보, 1995-12-15, “종묘 「국악놀이마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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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력거 운행

￭ 근대문학 속 돈화문로 지역 인력거 경로

◦ [경성문학지도]  유진오 「가을(1939)」 중 수남아범의 인력거 이동 경로  

‐ <이동경로> 황금정 네거리 → 안동 네거리 → 창경원 정문 → 동소문(혜화문) 방향

‐ https://gubo34.tistory.com/220

◦ 현진건 「운수 좋은 날(1924)」 중 김첨지 인력거 이동 경로

‐ <이동경로> 동광학교 → 남대문 정거장<1원 50전> → 인사동<60전> → 창경원 앞(집 근처) → (집 근처) 

선술집

 

￭ 인력거 – 기생 – 명창 – 대동세무고등학교의 관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력거 

‐ <인력거 - 요릿집> 인력거는 기생의 애용 교통수단: 기생이 요릿집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닌 손님이 연석에서 

기생을 선택하면 요릿집에서 기생조합에 연락하고, 기생조합에서 인력거를 기생 거처로 보내 요릿집으로 이동

하게 함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6872

◦ [조선일보 1927-11-11]  “대동학원 위해 명창 연주”

‐ 봉익동 내 위치한 대동학원(현 대동세무고등학교)은 인력거군 가르치는 학교

‐ 대동학원은 인력거군 삼천 명이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동학원 유지회를 조직, 월 연금 십전식 모아 운영함

‐ 광희문 밖에 대동학교 학원 교사 건립비 조달 위해 11월 11일~12일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명기, 

명창들의 조선고악연주대회 개최

◦ [조선일보 1932-03-11]  “상업전수교로 승격 [1] 무산자의 학교 대동교의 비약”

‐ 대동학원(현 대동세무고등학교) 발전사(학교 사진 포함)

◦ [동아일보 1932-08-04]  “보통학교와 상업교 겸영”

‐ 대동학원은 대정 14년(1925년) 봄 경성부내 인력거 차부 2천 여 명이 힘을 합쳐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창립함 

‐ 대동학교 설립 배경(학교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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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록주 

￭ 박녹주를 향한 김유정의 짝사랑

◦ [문화콘텐츠닷컴]  명장 박녹주의 예술과 비운의 사랑  

‐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3&cp_code=c

p0428&index_id=cp04280026&content_id=cp042800260001&search_left_menu=2

◦ [동아일보, 1973-06-25]  반세기 (46) 한속에 산 김유정

‐ 박녹주에 대한 김유정 짝사랑 소개

20세가 되던 어느 날, 길을 가던 그는 문득 갓 목욕하고 나오는 여인의 깨끗한 뒷덜미를 발견하고 벼락같은 

열애에 빠진다. 

그는 매일 장문의 연애편지를 써서 겨우 사귄 그녀의 동생을 통해 편지를 전했으나 몇 살 연상의 그 여인

으로부터는 회신이 없었다. 명창 박녹주. 어쩌다 당대의 명기를 사랑하게 된 유정은 “며칠 밤 뜬눈으로 새

우며 몸부림치며 그리워하다가 책상머리에 「素朴」이라 써 붙이고 피와 땀이 밴 연서를 썼다. 명월관 쯤에서 

두어 번 밖에 만나지 못한, 그러나 「목숨을 건」 그의 사랑은 비련으로 끝났지만, 그 때의 경위와 심정은 

소설 「두꺼비」에 기록되고 사후 그의 일기장에는 “녹주 너를 사랑한다.”는 혈서가 발견되었다. 

◦ [티스토리 김명곤의 세상이야기]  「봄봄」 김유정의 혈서 ‘녹주, 너를 사랑한다!’

‐ https://dreamnet21.tistory.com/141?category=165532: 유정의 짝사랑 이야기

        

무슨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편지질이오?

학생이 기생과 무슨 연애를 하자는 말이오?

학생이 이러면 나도 가슴이 아프오.

공부를 끝내면 다시 나를 찾아 주시오.

(박록주 명창의 회상기 <여보, 도련님 날 데려가오> 中, 재인용  

        

아마 내가 그이에게 너무 박절하게 대했던 벌을 늦게 받아서 

평생 가난하고 기를 거 없이 살았지 않았나 싶소.

그이가 그렇게 훌륭한 소설가인줄 알았더라면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게 해 줄 것을 그랬지?

- 박록주 명창의 회상 中 -

◦ [조선펍 컬처, 2016-01-15]  미남 소설가 김유정이 과부 기생 박녹주를 사랑했던 이야기

“아버지의 회고에 따르면, 유정 어른의 구애는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유정 어른도 자신의 문장이 

아름다워진 것은 이때(실연)의 영향이었다고 가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정 어른의 술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술을 마셔야 했고, 가만히 그냥 있을 수 없어 술을 더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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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5&nNewsNumb=20160119145&nidx=19

146

￭ 박녹주 거처 관련

◦ 관훈동 177-10 [경향신문 1964-12-28]  64년도 국악상 박녹주 여사 수상

◦ 운니동 19-2 [조선일보 1967-08-20]  병고의 인간문화재에 무료 진료 특전 

‐ 운니동 19-2 2층 두 칸방 셋집  - 현재 해당 주소 검색 안 됨

◦ [경향신문 1974-06-26]  판소리보존회 사무실 마련 독지가가 35간 기와집 기증 

‐ 판소리보존회 회장 박녹주가 새 사무실 마련: 독지가 장복옥씨가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126번지 35간 

기와집 마련하여 기증

‐ 이전 거처: 종로구 와룡동

◦ [경향신문 1979-05-28]  판소리 명창 박녹주 여사 별세  

‐ 판소리 명인 박녹주(인간문화재 5호) 여사 자택 동대문구 면목5동 155-37에서 별세

‐ 조선성악연구회 창립, 여성국악동호회 설립, 후진양성에 힘씀

‐ 대표 제자: 박초선, 김소희,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거행 

￭ 박녹주 창악연구소: 익선동 127-4

◦ [조선일보 1974-01-06]  절교 보족 애인 사살  

‐ 박록주 창악연구소 주소지 정보: 종로구 익선동 127-4

￭ 여성계 발전 유공 표창

◦ 1964년 제3회 국악상 수상

‐ [경향신문 1964-12-28] 64년도 국악상 박녹주 여사 수상

‐ 1932년부터 조선성악연구회원, 1945년 여성국악동호회 이사장 역임

◦ 1972년 여성계 발전 유공 예술 부문 수상

‐ [경향신문 1972-09-29] 여성계 발전에 유공에 28명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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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조선성악연구회

￭ 조선성악연구회 창설 배경

◦ [조선일보 1938-03-25] 정정렬일대기 하  

‐ 서울로 온 배경, 서울 장안의 명기들이 정정렬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집을 찾아오고, 젊은 악인들이 운

집함

‐ 송만갑, 이동백 등의 명창과 친교. 제자들이 전 조선 곳곳에서 구악의 발전에 이바지함

‐ 정정렬은 제자들의 실력이 늘어가고, 분야 연구자들도 많아지므로 구악을 후세에 남길 인재를 기르고, 

이를 집성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만들자고 발의, 이동백 등의 명창들과 손을 잡고 소화 9년 5월에 조

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함

‐ 당시 상무이사 – 이동백, 원로 – 정정렬

‐ 1938년 3월 23일 정오 조선성악연구회관에서 영결식 거행. 조문객 – 천여 명

◦ [조선일보 1939-01-08]  근대 조선의 명창 고 송만갑 일대기  

‐ 송만갑 일대기. 1901년 고종은 전국 각지의 명창들을 원각사(현 새문안교회 자리에 있었던 최초 근대 

(공공)공연장)로 불러 모와 8년간 창극을 상연하도록 함 

‐ 소화 9년(1934년) 5월 조선성악연구회 창설. 5년간 교육부장으로서 송만갑은 회관에서 제자 양성: 매

일 30명 교육

￭ 조선성악연구회의 애국 / 애민 활동

◦ [조선일보 1927-11-11]  “대동학원 위해 명창 연주”

‐ 광희문 밖에 대동학교 학원 교사 건립비 조달 위해 11월 11일~12일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명기, 

명창들의 조선고악연주대회 개최

◦ [조선일보 1934-07-31]  물품 일만 육천 여 건에 현금 오천원 돌파 

‐ 낙원동 조선성악연구회 오태석 3원

◦ [동아일보 1938-08-18]  성악연구회에서 백원을 헌금  

‐ 부내 익선정 조선성악연구회는 17일 동양극장 흥행 소득 백원을 종로서에 국방헌금함

◦ [조선일보 1940-03-12] 한재지의 동포를 위해 “소리”의 부대동원 

‐ 조선일보사업부와 조선성악연구회 공동주최로 『한해구제명창대회』 개최

◦ [동아일보 1940-03-26]  한재의연금답지  

‐ 772원 13전, 조선일보사사업부 조선성악연구회

◦ [동아일보 1974-11-08]  나절로 만필 <48> 대수재와 일제감시  

‐ 수해의연금 모집 운동: 관제인 “조선사회사업협회”를 중심으로 동아・조선・조선중앙일보 등 의연금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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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백, 송만갑, 김소희, 박초월, 방금선 등 명창 수익금 + 백원 이상

￭ 회관 주소: 관훈동 4-1

◦ [조선일보 1935-11-26]  조선성악연구회 명창대회 개최  

‐ 사내 관훈동 4번지 1호에 있는 조선성악연구회

◦ [조선일보 1936-06-30]  조선성악연구회 제3회 정기총회  

‐ 사내 관훈동 4번지에 있는 조선성악연구회

￭ 회관 주소: 익선동 159번지

◦ [조선일보 1937-05-23] 조선성연정총  

‐ 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2시부터 익선정회관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엶 

‐ 익선동 159번지로 추정되는 조선성악연구회 회관(사무실 추정)에서의 기념 촬영 사진 게재

◦ [조선일보 1937-05-20]  성연정기총회  

‘조선성악연구회의 제4회 정기총회는 오는 5월 20일 오후 1시부터 시내 익선정 159번지 동회 회관에서 열

기로 되었는데 경과보고와 소화 11년(1936년)도 결산 보고, 정관 개정, 임원개선 등이 있을 터이라 한다.’ 

◦ [동아일보 1937-10-19]  생활난으로 옥동자 버려  

‘부내 익선정 159번지 조선성악연구회 문 앞에 17일 오후 10시경에 생후 4개월가량 되어 보이는 옥동자를 

버리고 간 일이 있는데 생활난에서 나온 행동인 모양이라 한다.’

◦ [동아일보 1938-01-19]  역사가의 협찬을 받어 고상한 가사를 창작  

‐ 조선성악연구회 간략한 설명. 조선성악연구회 사진 3컷

◦ [동아일보 1938-05-25]  조선성악연구회의 정기총회 경과  

‐ 23일 오후 2시 익선정회관에서 제5회 정기총회 개최(사진)

◦ [동아일보 1938-05-26] 성악연구회 신역원 개선  

‐ 23일 오후 2시 조선성악연구회 회관에서 신임이사 및 임원 임명

‐ 이사: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한성준, 정원섭, 김용승, 오태석, 조상선, 정남희, 김연수, 박녹주, 김소

희, 박소향, 염계화, 이소향(봉익정)

‐ [임원]  이사장- 이동백, 상무이사-오태석, 서무이사-김용승, 회계이사-정남희

◦ [조선일보 1938-08-06] 조선성악연구회 옹고집 연습 광경

‐ 익선동 회관 내로 추정되는 곳에서의 연습사진 2컷

◦ [조선일보 1939-05-23] 조선성악연구회 신진용

‐ 익선정 조선성악연구회 회관에서 22일 제6회 정기총회 개최: 이동백 퇴임, 이사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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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39-10-05] 조선성악연구회 준향・심청 상연

‐ 익선정에 사무소를 둔 조선성악연구회 

◦ [동아일보 1940-02-16] 조선성악연구회 제7회 정치총회

‐ 조선성악연구회의 제7회 정기총회 익선정 159번지의 회관에서 15일 오후 1시부터 개최

￭ 익선동 내 명인-명창 전용 인력거 운영 동선(          )  

◦ 노재명(2017), 『조선성악연구회 발자취를 따라서』, p.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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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 파고다극장과 대한한국 음악의 인연

￭ 파고다극장 연혁

◦ [네이버블로그 세운상가키드]  파고다극장 연대기 

‐ https://blog.naver.com/merenguero/221236728550

‐ 1960년 10월 10일 낙원극장으로 개관

‐ 1966년 1월 20일 파고다극장으로 개명

‐ 1984년 파고다예술관 개관 후 인디밴드들의 공연장으로 대관하여 부활이나 김종서의 공연이 열림

‐ 1992년 단관극장 파고다 종료 후 소극장 4개관으로 재출발

‐ 1997년 최종 폐관

￭ 한국 ‘전통음악’과의 인연

◦ [동아일보 1984-04-17]  “「민속예술극장」 된다. 국악인 30명 18일 첫 공연” 

서울 파고다극장 1층이 민속예술극 및 연극 극장으로 면모를 바꿔 18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다. 객석 5백

선의 이 공연장은 서울에선 최초로 휴관 없이 매일 우리의 전통예술극 등을 공연할 계획이다.

◦ [조선일보 1984-05-31]  “파고다극장 국악민속 상설무대 한달 안돼 「도중하차」”  + 건물 사진

지난 4월 18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파고다극장에 문을 연 국악민속상설무대의 공연이 20일도 넘기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개관 때 「옛 원각사의 재현」 「국악의 대중화」 등을 표방, 국악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것에 비하여 너무 빠른 도중하차가 아닐 수 없다. 서울 파고다극장 1층이 민속예술극 및 

연극 극장으로 면모를 바꿔 18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다. 객석 5백선의 이 공연장은 서울에선 최초로 휴관 

없이 매일 우리의 전통예술극 등을 공연할 계획이다.

￭ 파고다극장의 한국 ‘통기타 음악’과 ‘락(Rock)음악’ 인연: <한국 록의 메카 파고다극장>

◦ [조선일보 1985-04-05] “문화와 생활”

▲청소년 록 콘서트= 7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6시. 파고다 연극관. 대학, 고등학교의 록그룹이 출연

◦ [경향신문 1985-06-20] “통기타 노라잔치 펼쳐 19~24일 파고다극장”

그룹 들국화, 듀엣 해바라기와 가수 정광태, 정태춘, 박은옥, 임용호, 김광일, 유지연, 양병집, 강인원 등이 

펼치는 통기타 노래잔치가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3가 파고다극장 1층 파고다예술관에서 열린다. 공

연시간은 하오 4시,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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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985-11-03] “줄잇는 생음악 무대”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장기 라이브무대를 준비 중인 이들(들국화)은 방송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음악적 

개성을 지킨다는 고집으로 젊은 층에 어필하고 있다. 또한 무당, 다섯손가락 등 록그룹들도 파고다예술극장 

등 몇몇 무대에서 강렬한 사운드를 관객에서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생음악 무대는 관객들에게 살아있는 

소리를 전달해주고, 가수로서는 현장 만남을 통해 팬들과의 직접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경향신문 1986-01-23] “「제3의 물결」…젊은 그룹 사운드 “돌풍””

‐ 락 그룹이 소극장 무대 라이브 콘서트 형식을 통행 공연무대 새활로 개척 중: <들국화>, <다섯손가락>, 

<벌거숭이>, <따로또같이>

들국화의 히트곡 「행진」, 「그것만이 내세상」 등이 담긴 앨법은 이미 15만장 이상 팔려 새해 들어 전국음반 

판매 순위 2위(PCI 집계)에 올라 있으며 이들의 활동 무대인 서울 파랑새, 파고다극장은 연일 수 백장의 

입장권이 매진되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중략)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음악이 요즘 대학가요에 물들어 있는 상업주의와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한 점은 

가요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전제, 『80년대 그룹』이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범세대적인 

공감대를 형성시켜나갈 수 있다면 70년대 통기타그룹이상으로 가요계의 르네상스를 일게 할 것』이라고 내

다봤다.

◦ [조선일보 1986-02-21] “음악”

대학생 그룹 「다섯손가락」의 네 번째 콘서트 = 22~24일(3시, 6시) 파고다극장 연극관, 「새벽기차」, 「수요

일엔 빨간 장미를」등 발표. 포크송 가수 유지연 찬조 출연

◦ [조선일보 1986-03-01] ““80년대 새감각” 젊은 록그룹들 급신장 10여 개 팀 활동…공연장마다 ‘만원’“

젊은 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4인조 그룹 「들국화」의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은 작년 10월 

발표 이후 15만장 이상 팔렸으며, 대학생 그룹 「다섯손가락」의 「새벽기차」도 부드러운 멜로디로 방송과 레

코드 판매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들이 생음악을 펼치는 파고다연극관, 파랑새극장 등 공연장

에는 공연 때마다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성황을 이루었고, 지난 25일 이태원 25시 클럽에서 있었던 「부

활」의 콘서트에는 3백 50석 저원에 8백 여 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 [한겨레 1993-05-16] “콘서트 여는 신중현씨 아들 신윤철씨 “기타 연주 음반 내는 게 꿈이죠””

‐ [조선일보 1985-04-05] “문화와 생활” 관련

고등학교 시절 오태호(작곡가), 박현준씨(기타 연주자) 등 친구들과 어울려 ‘리자드’라는 록그룹을 만들 것

이 그에게 기타가 직업이 되는 실마리가 됐다. 이들은 학교 쪽 몰래 파고다극장에서 공연을 했다가 정학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 그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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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996-10-26] “아직도 흐르는 노래 (7)그룹 부활 ‘희야’”

‐ 그룹 부활의 탄생 일화: 파고다극장은 그룹 부활의 전신 그룹 「디 엔드」와 매니저의  첫 만남 장소

85년 여름, 서울 명동을 거닐던 매니저 백성기씨는 무명 록그룹들의 콘서트 포스터를 발견했다. 이름도 들

어보지 못한 아마추어 그룹들, 기타를 메고 있지만 행색은 초라했고 외모도 어린티를 벗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콘서트 장소인 파고다극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매니저라는 직업에서 오는 직감 때문이었다. 「디 

엔드」라는 4인조 팀이 그의 주목을 끌었다.  … (중략) …  85년 말 「디 엔드」는 김종서를 보컬로 받아들

이면서 「부활」로 거듭났다. 백씨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다.

◦ [경향신문 1997-08-08] “임재범 “다시 ‘비상’하고 싶다””

‐ 록그룹의 메카 파고다극장

80년대 중반 소위 파고다 시절. 종로3가 파고다극장을 메카로 록과 헤비메탈그룹들이 무리를 형성했던 시

절이 있었다. 서태지, 김종서, 이승철, 이승환 등이 무명이던 시절. 그 중에서도 임재범은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걸출한 로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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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박귀희와 운당여관

￭ 박귀희 국악예술학교 전신 한국민속예술학원 공동 창설

◦ [조선일보 1963-08-28] 국악계

‐ 1955년 박초월, 박귀희, 김소희 등은 무대생활을 청산하고 후진 배양을 목적으로 “한국민속예술학원

<국악예술학교(1960), 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설립”

￭ 운당여관(1958.~1989.7.): 40여 년 

◦ [경향신문 1976-11-15]  사라져가는 한옥의 미 서울의 고가 (7)환관의 집 운당여관 : 사랑채 사진

‐ 운니동 79-1(운니동 65 포함) 운당여관은 이조 말기 환관이 살던 집

‐ 동향으로 난 평대문, 바로 사랑마당, 사랑채(30평)

‐ 대문과 중담 뒤 안채(50평), 작은 별당(10평), 대문과 이어진 동쪽 담은 문간방, 광, 측간, 함실 등으로 

구성 200여 평 

◦ [매일경제 1989-07-01]  기전 명소 운당여관 헐린다

‐ “한국 바둑 타이틀의 산실”: 바둑인들의 아쉬움 속에 문을 닫게 된 운당여관 

◦ [조선일보 1989-08-17]  운당여관 국악예고에 내놓은 박귀희씨

‐ 1959년 국수전 이후 30년 동안 4백국 이상 각종 기전 유치

‐ 한옥 7채, 객실 31실, 대지 450평 

‐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 공연활동 수익으로 1960년 국악예고 전신 민속예술학원 설립, 1984년 서울국악

예고로 발전

‐ 제자: 안숙선, 강정숙, 김성녀씨 등

◦ [매일경제 1989-09-21]  남양주군 45만평에 건설

‐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종합촬영소가 남양주군에 건립 예정(45만평, 3백 억원)

‐ 운당여관이 복원되어 야외 세트로 활용될 예정(본채 1동을 제외한 6동, 건평 126평 골조와 기와 등 구조물 매입)

‐ 화가, 서예가, 작가 등 예술인들과 외국인 투숙객에게 사랑 받았던 운당여관

◦ [조선일보 1989-12-25]  국악예고 이전비 24억 선뜻 희사 KBS공로상 박귀희씨

‐ 본인이 설립한 국악예고 교사의 구로구 시흥동 이전을 위해 24억 이전비 희사(운당여관 약 16억 상당, 유성 

농토 약 8억원)



114 돈화문로 지역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11 ∙ <스토리텔링 자료> 서편제와 단성사

￭ 파고다극장 연혁

◦ [티스토리 김명곤의 세상이야기]  나의 스승 박초월 명창 생각하니 눈물 난다.

‐ https://dreamnet21.tistory.com/10: 김명곤 전 장관이 스승에 대해 쓴 글

‐ 우연히 예전에 판소리를 배운 적인 있는 친구 덕분에 「박초월 전수 교습소」를 찾게 되었고, 제자가 

되어, 한동안 학원에서 지냈고, 학원 창문 밖 정면에 마주 보이는 <단성사>에 십여 년 후 본인이 

임권택 감독 공동 극본하고 주연을 맡았던 “서편제”가 단성사에 걸려 감개무량했다는 내용 수록

대학교 졸업생이 학교는 안 가고 판소리 학원에서 먹고 자고, 선생님이 아침 일찍 사들고 오시는 아침 밥을 

얻어먹고, 하루 종일 전화 받고, 노래 가사도 써 주고, 학원생들 판소리 배울 때 같이 배우고, 학원생들 다 가고 

나면 걸레질하고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참으로 괴상한, 그러나 너무도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학원 창문 밖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단성사> 영화관의 화려한 영화 간판과 네온사인을 하

염없이 바라보곤 했는데, 15년 쯤 뒤에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한 「서편제」의 간판이 그 곳에 걸릴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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