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5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6, No. 3, 55−64, 2015

http://dx.doi.org/10.6107/JKHA.2015.26.3.055

www.khousing.or.kr

pISSN 2234-3571

eISSN 2234-2257

건축 형태에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

- 낙원상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cial Value accumulated in the Architectural Form

- In case of Nakwon 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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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ocial value of Nakwon building, which has been instilled in the

architecture of the building, through an analysis of formative elements unique to the center.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Nakwon building have been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relation with its surroundings and

social change. Before looking into the formation of the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eet network planning of

downtown. The street network was planned to expand in a north-south direction in order to accommodate a future

increase of traffic volume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and a population increase in downtown. This was manifested in

expanding Samilro Street which passes through the lower part of Nakwon building, as well as in forming the

architecture of the center. That is, the center has formed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its surrounding areas, sharing

space with them. The interior of the center seems to have an independent form while keeping a relationship with its

external format, but it is seeking change internally in response to external change. Interior space has been

departmentalized over time since its initial establishment, and the internal traffic has also been subdivided accordingly.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social change in the neighboring areas affected the formation of Nakwon building,

and that in turn contributed to form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Nakwon building is one of the

deteriorated buildings in downtown Seoul. However, it was built out of social need to share space within the city, and it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social need for the 'distribution of space within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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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 도심의 핵심부에 위치한 낙원상가는 1969년 준공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0년의 세월동안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건물 내부의 변화를 보면

악기상가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한 후 상점의 세

부 업종과 분포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물 외부

의 형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낙원상가 위치의 도

시적 의미는 크게 변했다. 60년대 후반에는 종로 일대가

한옥주거지였고, 15층의 거대한 현대식 건물인 낙원상가

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지금의 낙원상가 위치는 인사동

과 종묘를 연결하는 접점으로서 전통문화 컨텐츠를 담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종로구는 낙원상가 인근지역에 대해서 기존의

도심개발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지역 재생 방안을 고민하

고 있다. 낙원상가 동측 블록의 익선동은 1920년대 도시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도시형 한옥 밀집지역이다.

이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

만,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1) 1950~60년대의 흔적이 보존

되어 있어 디자이너와 문화 관광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

고 있고 워크샵, 화랑,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악기상가라는 고유한 컨텐츠는 낙원상가가 경기의 부침

및 도심 재개발의 영향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본래의 모

1) 서울시 도시정비과, 2014년 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안건에 대해 심의 결과 보

류됨(도시재생팀 박일영(02-213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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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유지해 오는데 내부적 영향력 중심적으로 역할을 수

행 했다. 그러나 건물의 위치가 갖는 도시적 의미는 분명

히 50여 년 전과는 현격히 다르고, 건물 인근의 블록들

은 현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고유한 컨텐츠인 음악

산업도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피아노, 밴드, 노

래방, 등 하드웨어 기반의 공유 문화였지만 현재는 음원

파일과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문화로 변

했다. 지역적 연계가 높지 않는 낙원상가가 어떻게 변화

하는 21세기의 서울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를 시작한 동기

가 되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신문기사 등의 문헌 조사

를 통해서 낙원상가의 형성과 변화 과정 속에 독특한 사

회적 가치가 내재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앞으로의 변화 또한 제

안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건축물을 보존 및 활용하기 전에 건축물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기초 현황의 조사를 통해 낙원상가에 대한 고유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낙원상가 건축물의 형태 형성과 그 변화가

관련 주체들의 권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찰하고자 했

다. 기초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 조사와 함께 관계자

인터뷰를 수행했다.

낙원상가의 형태를 크게 외부와 내부로 대별했고, 외부

에 대해서는 건물 매스의 형성 배경, 그리고 지층에 도로

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사 분석했다. 건물의 매스가 결

정되는 과정에는 1960년대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와 도심

재개발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낙원상가의 내부 형태

는 상점의 변화가 활발한 2층, 3층을 중심으로 내부동선,

수직동선, 그리고 상가 형태와 크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낙원상가의 내부 공간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

해 비슷한 시기의 거대구조물인 대림상가의 내부 형태와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외부적 형태에서 나타나

는 관련 주체들의 권리가 변화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건

축물의 형태에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를 도출했다. 또한

건물의 형태 형성과 변화에 대하여 관련 주체들의 관계

를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낙원상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근대건축물의 보전 방향을

제안하는데 재적용 될 수 있다. 즉, 낙원상가와 비슷한 시

기에 건설되어진 한국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진

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건축물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을

논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 연구의 필요성

낙원상가에 관련한 연구는 주변과의 연계, 도심 재생 및

활성화 계획 등을 중심으로 향후 낙원상가의 리모델링 및

주변 지역과 연계를 통한 재개발 기초자료, 설계 계획 및

설계 논문, 현재 낙원상가의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가 있

다. 대부분은 낙원상가에 대해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건립된 후 50여년이 지난 현재에 건축물의 장

소성, 역사성을 부각시켜 건축적 재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는 낙원상가의 노후화 및 부정적인 시각으로 단

일건축물의 문제가 도시문제로 확대되어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낙원상가가 독립

적인 존재이기 보다 주변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누적된 도시

공간의 흐름이 건축물 내부의 연속적 흐름으로 연계되어

물리적 기능 및 형태가 낙원상가의 사회적 가치를 필연

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서 낙원상가와 같은 근대건축물의 발전과 진화에 가능성

을 발견할 수 있다.

II. 사회적 가치의 이론적 고찰

가치(value)란 대상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쓸모를 뜻

하고 어떠한 대상을 두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가치를 세

분화해 보면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로 분

류될 수 있다(Sweeny & Soutar, 2001).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편익과 관심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사회적인 것과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선호

를 대상에 부여하는 것의 가치가 결합된 개념이다. 사회

적 가치는 보편적인 것과 비보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자유, 평등, 정의, 공익 등의 보편적 가치와 참여,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비보편적 가치이다(Kim, 2010). 즉,

사회적 가치는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건축물에 대한 가치의 연구는 문화재, 상징적 의미 등

의 건축물에 대한 연구2)가 대부분이다. 즉, 건축물 속에

내재된 역사적, 장소적, 상징적 의미 등 기본적으로 오래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여기서 오래된

건축물은 내재된 가치가 물질적 변화를 통해 표현된다.

즉, 역사적 의미나 시대적 희소성을 가진 오래된 건물들

은 물질적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는 하나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에서 성립하고 그 존재를

부각시킨다. 즉,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비보편적

2) Bang, B. R. (2013), Lee, H. J. (2007), Lee, K. K. (1996)’s studies

Table 1. Study Content

Subject Architectural Form Rights of Subject

Exterior
Development of Mass

Development of Road Urban

agreement

and

Space

distribution
Interior

Internal activity Flow and Vertical 

Circulation,

Change of Shopping District and 

Diversity of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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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인 주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Giddens)는 공간과 시간의 개

념을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

신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 듯이 자신의 고유한 지리학을

만든다(Giddens 1992: 422). 즉, 인간이라는 형태적 존재

가 고유한 기록을 만들면서 고유한 흔적을 남긴다.

이렇듯 사회적 가치는 공간, 시간, 흔적의 결합을 통해

나타난다. 즉, 사회적 가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물리적 공간 속에 담아 그 속에서 또 다른 사회를 형성

하고 변화한 현상을 시간과 결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낙원상가의 사회적 가치를 외부의 사

회적 현상(도시조직의 변화, 사회적 현상 및 이슈)이 낙

원상가라는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고 사회 변화에 필요한

대상을 내부의 고유한 프로그램, 상점들의 배치, 동선의

세분화가 형태화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III. 낙원상가의 외부 형태

1. 1960년대 도심재개발

한국전쟁과 해방을 거치면서 서울의 인구는 급격히 증

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 인프

라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당시 서울의 나대지들

은 서민 주거를 위한 판자촌으로 채워졌다. 파고다 공원

일대 소개공지3)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교통이 좋은 시내

한 가운데에 위치한 내밀한 판자촌에는 소위 ‘종삼(鐘三)’

이라 불리는 사창가가 형성되었다.

1967년에 서울시는 도심부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심부

불량주택지대의 재개발을 주요한 시정계획 중 하나로 수

립했다. 파고다 아케이드와 낙원상가의 건립은 이러한 불

량주택지의 재개발 사업의 일환이었다. 1967년에는 파고

다공원 서남측에 있던 시립 종로도서관을 철거하고 파고

다 아케이드가 축조됐고, 1968년에는 사창지대를 철거하

여, 1969년에 낙원상가가 건립됐다.

2. 건물 매스의 형성

1) 도로의 변화

195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은 ‘전재복구계획4)’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1952년의 ‘전재복구계획’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도로확장

계획 및 용도지역계획에 관한 것으로, 이를 시작으로 현

재와 같은 가로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1940년대 후반 서울의 교통량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전

차의 수는 감소한데 비해 자동차는 약 6배가 증가하였다.5)

전차의 감소와 자동차 수의 급증으로 도로계획은 많은 변

화를 겪게 된다. 1952년 도로계획6)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

은 남북방향으로 도로의 폭이 확장된다. 그리고 남북방향

중 가장 두드러진 도로 확장은 현재의 낙원상가가 위치한

삼일대로이다. 이 도로는 처음에는 40 m 도로로 계획 되었

지만, 1966년 50 m로 도로로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

로 일대의 도로는 대폭적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도로계획은 기본적으로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

어졌는데, 이 또한 자동차의 급증을 수용하기 위해 계획되

었다. 1960년대(김현옥 서울시장 취임기간, 1966. 3.

31~1970. 4. 15) 지하보도, 고가도로, 강변도로가 일시에 준

공되었고, 도심의 지상에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준공되었다.

3) “일제강점기 말 1945년에 지정된 소개공재대로부터 시작된다. 소

개공지대는 공습을 받아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이 옆으로 번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대규모 선형의 공지이다.”(Sim, 2009)

4) “해방이후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시가지 정비문제가 크게 대두되

고 있는 가운데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심부의

재건을 위해 서울시가 1952년 3월 25일 내무부고시 제23호로 결정·

고시한 계획이다.”(Sim, 2009)

5) 경향신문, 1948년 10월 20일자, <때는 자동차시대, 전차는 격감·

자동차는 육배증>

6) 1952년 도로계획은 1955년에서부터 1960년까지 여러 차례 변경

된다. 1962년 재정비계획 수립(1962. 09. 05)의 바탕이 된다.

Figure 1. Neighborhood of Nakwon in 1950’s (Left)
Source. Trace of Seoul

Figure 2. Pagoda Arcade (Right)
Source. Seoul History Library (2006)

Figure 3. Comparison of Jongno streets in 1912 and 2002 (light

line; cadastral map in 1912, dark line; cadastral map in

2002) 
Source. Sim, K. M. (2009), 76

Figure 4. Street formation process nearby Nakwon Building
Source. Kang, N. H. (200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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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낙원상가 하부의 도로인 삼일대로를 내기

위해서는 대지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다.

낙원상가가 도로 위의 보상대지를 입체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길 위에 지어진다. <Figure 4>의 낙원상가 인근 가

로형성과정을 통해 현재의 삼일로와 인사동길을 주축으로

여러 개의 가로망이 생겨나면서 현재의 낙원상가 일대 지

역이 블록화 및 세분화되었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

어가면서 삼일로의 확장과 함께 인사동길로 휘어지면서

직선화 도로가 낙원상가의 위치와 형태를 형성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삼일대로의

가건물 409가구 중 185가구는 개발주체에게 지분을 팔고

상계동으로 이주했고, 잔존한 220여 가구는 연고권을 인

정받았다. 이들은 낙원상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낙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데, 이

들이 현재의 낙원상가 지하와 2층 일부를 소유하는 상인

조직인 낙원상가 주식회사를 구성한다.

도로와 같은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은 당시 사회

가 당면한 과제였다. 낙원상가는 구도심에 차를 위한 도

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규 도로 위에 입체적으로 올려

진 거대구조물로써 1960년대 서울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건립되었다.

2) 입체도로제도와 구조물 사례

낙원상가와 같이 건물과 도로를 함께 개발하는 사례는

일본과 독일에 다수 있다. 이러한 복합개발은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한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

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내에는 1999년에 입체도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용 사례는 드물다.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

어진 제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큰 골격을 우선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권원(權原)에 대한 협의는

도로와 건물이 일체형인지 분리구조인지를 구분하는 것에

서 시작한다. 도로일체형은 건물이 도로를 직접적으로 받

치고 있는 형태로서 건물이 붕괴되면 도로 역시 붕괴되

는 구조를 말한다. 토지에 대해서 도로주체도 건물주체와

함께 공유지분을 갖고, 건물에 대해서 도로주체는 건물

측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소유권은 물론 건

물 주체에게 있다. 이와 다르게 분리구조형은 도로를 받

치고 있는 부분이 건물에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형태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건물주체가 가지며 토

지에 대해 도로주체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권

원을 분리한다. 국내와의 차이점은 국내의 입체도로 권리

는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제도가 경우에 따라 대지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

록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7) 낙원상가

는 국내 기준에 의하면 도로 측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

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기준에 의하면 분리구조

에 해당하여 역시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권

원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체도로제도가 국내에 도

입된 것은 1999년으로 낙원상가가 준공된 지 50여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낙원상가는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서울

시·종로구와 1974년부터 1996년까지 10여 차례의 소송

을 치렀고, 결론적으로 협의된 요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낙원상가의 평면 형태는 1960년대 종로3가 일대에 자

동차를 위한 격자형 도로망이 만들어 지면서 결정됐다.

그리고 지층의 기존 지분을 낙원상가의 저층부로 투영되

어 건물의 소유 주체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계기가 된

다. 도심재개발의 절차가 제도화되기 전에 이뤄진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낙원상가와 비슷한 시기의 국내 건물 중 도로나 하천

을 점용하여 지어진 건물은 청계상가, 신촌상가, 유진상가

가 있다. 이 건물들은 도로와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

지 않은 상태에 지어진 건물들로 이후 점용료 지불에 관

하여 낙원상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의 법적 분쟁을 겪

었으며, 토지에 대한 권원의 부재로 현재 노후화 된 건물

을 철거할 시 입주자들의 권리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건물이 국내에 최초에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에 도시 공

간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국내

에서는 도심 내 지하도, 육교, 고가도로, 도로 신설 및 확

7) Jung, J., Kim, Y., & Park, S. (2006). The Application of Multi-

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for Urban Renewal. LH Residence

Studies.

Figure 5. Samil-daero and Overpass in the early 1970’s (Left)
Source. http://blog.naver.com/s5we/150187619765

Figure 6. Nakwon Building and streets around building (Right)

Figure 7. Location of Ikseon-dong and Donui-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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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의 개발을 하였다. 그 중 민자유치사업으로 1967년

에 도시 내의 새로운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불법적으로 점

유하여 상부에 건물을 짓는 건축물이 많았다. 특히 이러

한 형태는 ‘상가아파트’라 불리는 복합용도건축물에 많았

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최초의 입체도시공간인 세운상

가를 들 수 있다. 세운상가는 국내 최초의 입체도시공간

계획의 사례로써, 1967년에 서울 도심지에 도심재개발사

업으로 건립되었다. 준공 후, 건물 3층 데크 하부의 도로

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고 건물은 소유하지만 도로 점

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구조를 가진다.8) 하지만 2014

년 초 철거계획이 취소되면서 청계천 복원할 당시 철거

하였던 세운가동상가와 청계상가 간의 공중보행로를 계획

중이며, 1960년대의 무차별적인 도심재개발이 아닌 상점

의 종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세운상가 활성화계획은 낙후, 노후화, 유령상

가, 음지 등의 시각적 표현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재생을

통해 과거 서울의 랜드마크(landmark)를 재해석하며 한국

근대건축물의 문제점을 철거가 아닌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한국 근대건축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

가 될 수 있다.

IV. 낙원상가의 내부 형태

1. 상가의 변화 및 형태

낙원상가는 삼일로의 준공에 대한 보상대지로써 건립된

건축물이다. 건축물 지하층에는 낙원시장이, 지상 포디움

(2-5층)에는 악기상가 및 사무실이 있으며, 지상 6층에서

15층은 주거시설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준공 후 50여년

동안 사회적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형태적

변화를 보여주는 공간은 악기상가가 있는 지상 2층과 3

층의 공간이다.

특히, 낙원상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각 상

가들의 영역을 나누는 칸막이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는다.

<Figure 9>와 같이 상가를 사이에 두고 넓은 중앙 통로

를 배치하였던 초기의 2층 평면은 1983년 파고다 아케이

드 철거로 인해 다수의 악기상가들이 낙원상가로 입주하

게 되면서 상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초

기의 중앙 통로가 세분화 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진 현재

의 상가 배치가 되었다. 이러한 경계로 개별 상점의 크기

및 형태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Figure 10>은 낙원상가 2층의 상가 변화를 각 연도별

로 업종에 색을 지정하여 세분화되어지는 과정을 나열해

놓았다. <Figure 9>의 변화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시

기이며, 상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에서 종로3가 방향의 건반악기 상

점 분포는 당시 파고다 아케이드의 피아노 상점에 가까

이 위치한다. (a)도면의 좌측 영역은 낙원상가 고층부의

주거 입주민을 위한 식자재 판매 공간이고 익선동 방향

은 사무공간으로 초기 낙원상가 2층이 현재보다 단순한

부대시설로의 역할을 가졌다. (b)는 (a)에 나타나있는 사

무공간의 크기가 세분화되어 작아지면서 수가 줄어들었고,

대부분 음향기기 상점이 2층 중앙에 집중되어져있으며,

(c)로 넘어오면서 악세사리 상점이 늘어나고 집중되었던

음향기기 상점이 중앙에서 익선동 방향으로 대부분 옮겨

갔다. 그리고 기타류 상가의 수가 증가하면서 2층 공간

중앙에 길게 집중되어있으며 (d)는 (c)에서의 악세사리 상

점이 증가하면서 2층 공간에 분산배치 되어있다.

이렇듯 시대별 상가의 역할이 변하고 거대 프레임 내

부의 변화가 상가들의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업종의 변

화에도 나타난다. 또한 초기의 낙원상가는 고층부 아파트

주민을 위한 부대시설의 의미가 컸으며 대형 슈퍼마켓을

위주로 몇몇의 악기상가 및 다양한 업종으로 배치되어 있

었다. 이 후에 현재의 단일 업종 건물인 ‘낙원악기상가’

로의 정착은 <Figure 10(b)>에서 나타나듯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풍금과 피아노가 보급되면서 파고다아케이드에

피아노 악기상가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담장정비사업으로

인해 아케이드를 허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악기상가들이

낙원상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는 각종 제품들이 디스플

레이 되어있는 대형 슈퍼마켓에 비해 악기상가는 주로 한

종류의 악기를 판매하며 진열된 악기 외에는 건물 내부

나 외부의 창고에 보관함으로 인해 공간을 사용하는 비

율이 비교적 낮으며 열린 상점9)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간

8) Kang, N. H. (2009). A Study on Urban Section of Seoul

Megastructure, Sewoon Mixed Use Development Block.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Figure 8. The Activating Plan of Sewoon Building’s example
Source.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0224113549

630&ts=134801

Figure 9. Market Size in 2nd floor and subdivision of the aisle
Source. Kwon, J. K. (200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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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간이벽 혹은 진열된 악기로써 경계를 두기 때문에

내부 구조의 변화가 쉬워서 자유로운 내부 변화가 이루

어진다.

이러한 내부 공간 변화는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상관

관계를 갖으며 이에 따라 <Table 2>에 ‘당시 사회적 이

슈 및 현상’이 낙원상가 내부 변화에 영향을 끼친 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80년대의 유흥업소 규제 완화로 업소

내의 라이브 밴드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85년도에 음향

기기와 같은 스피커, 엠프 등의 점포 비율이 높다. 반면

에 90년대의 유흥업소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01년에서 14

년도의 음향기기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리고 2000

년대에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개설과 인터넷 보급으로 기

타류의 업종이 증가한다.10) 그리고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온라인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한정된 지역 및 소비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창고형사무

실이 증가한다. 즉, <Figure 10>과 <Table 3>을 보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악기의 수리점 및 소모품 업종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온라인 판매의 증가로 넓

은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도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시간으

로 상품을 전달할 수 있고, 업종의 기능은 다르지만 좁은

공간에서도 판매 가능한 업종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현재에 가까울수록 상가의 크기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피가 작은 기타류 및 악기의 소모품 업종

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9) Wu, Q. Z. (2011)의 p 45에 따르면 외벽에 접해있으면서 투명유

리로 통로와 구분시킨 점포를 ‘폐쇄형 점포’라 하고, 중앙 통로에 진

열된 악기로 통로와 구분시킨 점포를 ‘개방형 점포’라 하였음.
10) Kwon, J. K. (2009). Change of Nakwon Building-Music and

Musician Labor Market. Music and Culture, 20, 85-103.

Figure 10. Subdivision of Shop per period in 2nd floor
Source. Daeil Construction Ltd.

Figure 11. Building front signs in the early 1970’s (Left)
Source. http://blog.naver.com/s5we/150187619765

Figure 12. Fluid boundaries (Right)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Nakwon

Building Change

year Social Issues and Phenomena Change of Nakwon Building

1985

79’ Pagoda Arcade

Redevelopment Project

80’s Deregulation of the 

entertainment spot

Change of Use in 2nd floor 

(Change of Instrument market 

all the 2nd floor)

2001

90’s Deregulation of

business hours

00’s Practical Music,

Internet supply

Closing down of bowling 

alley and change of 

Instrument market in

3rd floor

2014
Expand Internet supply

(Expand e-commerc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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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간의 세분화는 유통시간과 비용이 감소되면서

상점 내부의 저장의 기능이 분리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

지고 간략화 되었다11)라고 볼 수 있다.

내부공간의 세분화와 더불어 한정된 건물 내에 상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상가 형태가 다양화 된다.12) 여러

가지 상가 형태는 낙원상가 주변의 도시적 변화로 인한

상가 내 업종의 변화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 상가

의 형태는 세분화되었지만 코어 주변의 이형적 상가를 제

외하고는 정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형적인

형태에 비해 증가한 상가의 수요는 다양한 상가 규모가

오히려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던

세운상가와 비교를 통해 주변 도시적 변화가 내부공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다.

세운상가는 거대한 건물군으로 ‘도시 내의 도시’14) 개

념으로 시작되어진 최초의 주상복합계획으로 건물 내에

다양한 상업시설로 이루어져있는 최고급 아파트였다. 하

지만 상층부의 거주계층의 변화와 상권의 약화로 주요 업

종이 전기 및 전자 제품으로 변화되지만 1980년대의 급

변하는 전자산업의 속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후하게

된다. 그리고 상층부의 주거시설은 대부분 업무용도로 변

하게 된다.15) 즉, 시대에 발맞춘 변화하기보다는 낙후에

따른 퇴행적 변화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낙원상가는

주변 도시적 변화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왔다. 비

록, 상층부의 주거시설이 설립 당시의 낙원상가 아파트와

같이 활성화되어있지는 않지만 낙원상가 주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를 주는 방식16)으로 초기 용도만은 유지하

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주변 일대의 변화를 받아

들이면서 고정된 공간과 대조되어지는 다양한 공간의 변

화를 표출하고 있다.

2. 내부동선과 수직동선

앞서 말한바와 같이 낙원상가의 내부 형태는 상가의 세

분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가의 세분화로 인해 하나의 중앙 통로에서 상가 수요

의 증가와 함께 내부 동선도 세분화되어졌다. 특히 낙원

상가의 2층 상가 배치는 건물 북측에서 남측으로 연결된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요 동선은 건

물 1층 필로티 공간을 지나는 삼일대로와 일치하며, 다양

한 동선의 폭<Table 4>을 가지고 있고 각 상가들의 칸막

이 및 진열된 악기 진열대와 경계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는 건물 외부적 요소가 내부로 들어와 낙원상가만의 상

가 배치로써 건축적 특징을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Figure 14>에 표시된 주요 축들의 동선에서 벗

어난 낙원상가 동측 구역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

므로 <Figure 15>에서 보여주듯 중심축의 동선이 흐르는

구역에 비해 환산 보증금이 낮으며, 시대의 비선호 악기11) Kim, S. W. (1998). A Study on the Megastructure of Traditional

Market Through Its Territory and Architectural Form.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2) “한국 기록원의 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런 상가의 규모

를 놓고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라고 말들을 할 정도”(Kwon, 2009)

13) 사무실(창고형사무실), 악기 수리점, 스탠드 등
14) Sim, K. M. (2009). The Change of Urban Fabric resulted from

the Urban Planning in Jongno Street, Seoul in the 20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15) Sim, K. M. (2009). The Change of Urban Fabric resulted from

the Urban Planning in Jongno Street, Seoul in the 20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16) 낙원상가의 주변 지역은 몇몇의 어학학원이 분포되어있다. 이러

한 학원의 외국인 강사들이 낙원상가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

다. (관계자와의 인터뷰)

Figure 13. Daelim Building 1st shop arrangement 
Source. Kang, N. H. (2011), 105

Table 4. The proportion of musical instruments per period in

market (%)

Type
2nd floor 3rd floor

‘85 ‘01 ‘14 ‘85* ‘01 ‘14

Key 26.3 19.6 11.2 - 25.0 30.3

String 12.6 21.0 25.2 - 25.0 21.2

Wind 9.3 10.2 13.5 - 6.1 13.3

Percussion 5.6 3.7 1.4 - 8.1 13.3

Sound system 34.0 31.5 19.1 - 16.6 6.0

etc.13) 8.8 14.0 29.6 - 19.2 15.9

*There was used 3rd floor by bowling alley and office in 1985. So,

instrument shops were entered after demolished it.

Table 5. Comparison of Spatial Character

 Sort Nakwon Building Daelim Building

Year of Completion 1969 1972

Change of Use
Various Business→

Instrument

Various Business→

Electric

Number of Elevator 5 3

Use the Elevators

(passenger, freight)
Separate Combined 

Urban Approach Outside stairs
Outside stairs or

Direct access

Average of Shop size 20.8 m2 11.05 m2

Width of  Internal Flow 1.4-5.5 m 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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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주로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형 상점 및 코어 주

변의 상점은 환산 보증금이 높으며, 부피가 작은 기타류

등의 악기 업종들이 배치되어있다. 거대한 단일건물로서

단일프로그램으로 출발했지만 이렇듯 그 내부에는 여러

동선에 의해 다양한 내부 구역이 만들어지고 시간의 흐

름을 통해 각각의 공간이 자체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16>에서는 낙원상가 3층은 상가의 배치 변화

를 통한 동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상가의 수와 크

기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삼각홀17)이 위치한 수직동

선을 중심으로 상가의 배치가 변화한다. 건물의 횡방향(↕)

으로 배치되었던 상가들이 종방향(↔)으로 집중 배치되었

는데, 이는 삼각홀에서 반출입되는 상가의 물품들의 이동

경로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이라 보여진다. 이런

이동경로는 인터넷 보급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매매 비

율의 증가가 상가의 물동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쳐, 물품

운반에 더 효율적인 동선으로 상가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건물 내 수직동선은 총 8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건물

외벽을 따라 2층에 직출입되는 외부계단을 제외하고는 상

층부로 통하는 수직동선을 가지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배

치되어진 수직동선은 화물용, 승객용, 입주민용으로 정확

한 용도가 분리되어있는데, 이는 용도에 따른 수직 공간

의 기능의 세분화로 동선을 분리시켰다. 동선의 분리를

통해 낙원상가의 변화가 주변 도시적 변화를 받아들이면

서 내부적으로는 분리 및 분배가 이루어지고 외부적으로

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유가 이루어졌다.

V. 결 론

지금까지 낙원상가의 건축 형태를 내·외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온 내부 공

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여러 주체들의 공간의 분할 소유

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부 형태에 대해서는 소개공지

위 판자촌이 민간자본에 의해 재개발되어 격자형 도로망

이 건설되면서 건물의 매스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건축물 내부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변

화가 낙원상가만의 사회적 가치의 결과물로 남아있다.

1. 도시적 공유

낙원상가는 현재까지 제도적 한계와 주위 환경과의 부

조화로 인해 철거가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압

박에도 50여년의 시간 동안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면서 거대구조물로써의 건축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950년대의 서울시 도로계획에 의해 확장되어진 삼일로의

보상대지로 지어진 거대구조물로써, 가로(street)라는 도시

17) 낙원상가 내 외부 및 내부로 물품이 빠져나가는 주요 경로이며

건물 동측 출입구 중앙에 위치하며 삼각형 홀 형태이다.

Figure 14. Internal Flow in 2nd floor

Figure 15. Exchange of deposits at 2014
Source. Daeil Construction Ltd.

Figure 16. The arrangement of shops in 3rd floor (blank; office

and office with storage, fill; shop)
Source. Daeil Construction Ltd.

Figure 17. The Location of Vertical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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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화에 의해 물리적 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도시적 측면에서 낙원상가는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매

개공간으로 적합한 위치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측의

인사동과 동측의 한옥밀집지역인 익선동18) 및 돈의동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종묘까지 연결되며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도

시적 맥락에서 주변 지역의 연계를 통해 상생 효과를 만

들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낙원상가는 도시 안에서 공간의 ‘공유’에 대

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다. 지금도 그 이유로 보

존의 필요성을 갖는 건물이다.

2. 공간적 분배

앞서 보았듯이 낙원상가의 내부공간은 상가 역할의 변

화에 따라 소유권을 갖는 여러 주체들에 의해 세분화되

었다. 상인들은 건립 당시 대지의 지분을 갖고 있고 소요

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에 대한 소유

권을 갖는데, 이들이 지하층과 2층 일부를 소유하는 상인

조직인 낙원상가 주식회사가 된다. 그 외에도 여러 주체19)

들이 낙원상가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내부공간을

분할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상가의 내부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소유권의

분할은 주변 일대 상권의 변화에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

게 했고 상가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사회적 변화에 대처

하는 낙원상가만의 방법이었다.

낙원상가는 도시조직 내에서는 독립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건축물 외부의 도시조직의 흐름에 따라 내부 형

태가 변화했다. 또한 낙원상가가 준공된 후, 50여년을 겪

으면서 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처하며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낙원상가 내부 공간은 초기에 비해 세분화되고, 그

에 따라 내부 동선도 세분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인근 지역의 사회적 변화가 낙원상가의 형태변화에

작용하며, 그 변화가 건축물의 가치를 만든다.

낙원상가는 도심의 중심에 있는 노후화한 건축물이다.

하지만 1960년대 서울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공간의 ‘공

유’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낙원상가

의 내부는 공간의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변

화되어왔다. 현재도 낙원상가의 도심 재개발, 보존, 리모

델링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원상가의 외부형태와 내부형태를 각각

구분하여 건축 형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낙원상가의 외부형태는 단순한 역사적 결과물이 아니라

낙원상가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외부형태

가 내부형태를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낙원상가의

외부형태는 내부형태와 별게의 요소가 아닌 각 형태를 연

결시키는 상호 유기적 역할인 것이다. 또한 역사의 공간

을 존중하면서 기존 도시 구조를 통해 현대의 공간 속에

내재되며 과거와 현재를 공존하는 공간 속에서 낙원상가

만의 고유한 사회적 가치가 발견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낙원상가는 그 고유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

지 못하고 있다. 낙원상가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우리나

라의 근현대 건축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평가되어져야 하

며, 이것이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 건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물의 공공성을 재고하고

도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

점으로 차후 연구는 근대 건축물의 역사, 공간, 남아있는

흔적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건축물 단일형태가 아닌 도

시 속에 내재된 문화유산으로써의 인식과 시각이 필요하

며 건축물에 내재된 중요 요소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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