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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을 도시를 만드는 환경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

도가 나타나면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라는 개

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소리풍경의 미학과 우리 생활환경에 녹아있

는 풍부한 소리의 문화를 발견하여 소리가 인간에게 있

어 물리적인 존재이면서 문화적인 존재임을 재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 개념 성립과 전개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시각 우

선」, 「물체 중심」의 근대 서양의 경관 설계와 환경 디

자인의 역에서, 시각의 그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청각

과 같은 보다 부드러운 감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인간

의 전체적인 감성에 대응한 디자인 활동을 전개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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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또한 각 지역의 독특한 조건이

나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특질을 살린 디자

인을 전개해 간다는 사고가 바탕이 되고 있다.

인사동 거리는 「전통문화의 거리(1988)」 지정을 시작

으로 「차 없는 거리(1997)」, 「역사문화탐방로(2000)」, 

「문화지구(2002)」 지정 등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

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먹거리 장터 및 오락 시설 등이 형성되면

서 인사동 고유의 문화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리 이미지 회복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

며 그 일환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 사고에 바탕을 둔 거

리의 디자인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이미

지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을 고려

하고, 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현황음 측정과 현장 촬

을 실시하여 거리내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행위유형과 소

리환경의 음향특성을 파악하고, 소리발생을 유발시키는 

음원을 조사하여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시 지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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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attempts to make more comfortable amenity in city districts and streets to provide a 

soundscape design. And the sound which reflects the culture and peculiarity of characterized the street 

must be preserved. Thus these attempts are recognized as another noise control to give the suitable 

environmental sound, not to reduce noise leve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ehavior of the pedestrian and sound environment of the street sound, 

by measuring the sound level for the Insa-Dong Traditional Culture street. As the results, it is advisable 

to use the natural water sound dominating the district and to provide the staying spot to watch the event 

to be h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fundamental data to recover the image of Insa-Dong 

Traditional Culture street to consider design concept of sou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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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공간의 고찰

2.1 연구 대상 가로의 개요

본 연구의 대상 공간은 서울시 인사동과 관훈동 일대

에 위치하고 있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로 주요 

연혁은 표 1과 같다.

표 1.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주요변천사

연 도 연 혁

조선

시대

종로 거리는 상업의 중심지로 육주비전 등의 궁

중에 납품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 들어서 

있었음

1910∼20

년대

3.1운동의 대표적 본거지 중 하나로 1920년대 말

부터는 명동, 진고개(충무로)와 함께 고미술상이 

번창 함

1930∼40

년대

1930년대에는 도자기 외 고서화(古書畵), 고서적

(古書籍), 고가구 등이 활발하게 거래되었고, 8.15 

해방후에는 미국, 유럽인들이 주고객(主顧客)이 

되어 이곳에 집결된 우리문화재가 해외로 유출

되기도 함

1950년대

6.25 전쟁이후 지금의 낙원상가 아파트 자리에 

낙원시장이 형성되고, 평양떡집이 들어선 이후 

현재와 같은 떡집골목이 형성됨

1960년대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고서점 등이 형성 됨

197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지업사, 민속공예점, 전통찻집 

등이 들어서게 되고 최초의 근대적 상업화랑인 

현대화랑이 들어서면서 상설 전시판매장 형식의 

화랑들이 모여들어 미술문화의 거리 성격 강화

1980년대

1987년부터 해마다 4∼5월 무렵에 인사동 전통

문화축제가 열려 한국전통예술공연․문화상품특

별전 및 화랑 20개소에서 기획전시 개최. 1988년 

「전통문화의 거리」로 지정 됨

1990년대

1997년 4월 13일부터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

리」로 지정. 1999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0년 

10월 14일 완공된 인사동 「역사문화탐방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인사동길을 명실상

부한 문화예술의 일번지로서 가능하게 함

2000년

이후

2002년 4월 24일 「인사동 문화지구」로 지정(서

울특별시 지정 제1호)

지금의 인사동 거리는 관훈동 북쪽의 안국동 사거리에

서부터 종로 2가 대일빌딩 옆까지 690m(10∼15B) 구간으

로 그림 1과 같다.

옛날의 인사동 길은 관훈동까지 올라가지 않고 종로길

에서 인사동 네거리 즉 태화관 길과 만나는 곳까지로 고

미술품과 고서적을 취급하는 상인과 화랑은 없었고 유명

한 가구점과 병원 그리고 규모가 큰 전통 한옥이 많았다

고 한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골동품점, 필방, 표

구점, 고서점 등이 형성되기 시작하 고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 관련업종이 들어서면서 2002년 4월에는 인사동․관

훈동․공평동․견지동․낙원동․경운동 일대가 문화지구

(175.743㎡)로 지정되어 현재는 표 2와 같이 500여 개소

의 문화예술 관련업종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 1. 대상 공간의 배치도

인사동 문화지구

인사동 전통문화의 길

안국동
사거리

종로 2가

인사동 문화지구

인사동 전통문화의 길

안국동
사거리

종로 2가

표 2. 인사동 문화지구 업종 현황

구분

문화예술업종 일반업종

화랑 고미술
필방

지업사
표구사 공예품 기타 소계

일반

음식점
기타 소계

개소 105 72 42 57 186 194 462 403 135 538

2.2 연구 대상 가로의 경관 현황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에는 야외공연장, 화장실(3칸), 

관광정보센터(1개소), 관광안내소(남․북단 2개소), 돌벤

취(82개소), 물확(60개소), 볼라드(47개소), 사인물(62개), 

북단수로(40m), 보행․골목등(80개소), 물동이(3개), 텃밭

(7개) 등을 포함한 20여 가지의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

어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시

키고 다양한 행위는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소리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만의 독특한 「소리

풍경」을 만드는데 일조 하게 된다.

그림 3은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

리」내에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로 

1999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0년 10

월 14일 완공된 인사동 「역사문화탐

방로」 조성시 설치된 시설물들이며 

남인사 마당 한 켠에는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지정비도 위치

하고 있다.
그림 2. 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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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내 시설물

(a) 북인사 마당 (b) 북인사물길(복두꺼비) (c) 돌걸상에 새긴 8길상

(d) 물확화분 (e) 물확걸상 (f) 돌걸상

(g) 인사동 백수백복 (h) 인사동 잎새 (i) 전벽돌 바닥포장

(j) 아케이드 배너 (k) 주민참여 텃밭 (l) 돌 볼라드

(m) 인사동 관광정보센터 (n) 남인사 물동이 (o) 남인사 마당

(q) 사인물 (r) 관광 종합안내판 (s) 진입 열주기둥 (t) 공중화장실

3. 대상 공간의 이용자 행태 분석

대상 공간의 이용자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은 사진 촬

(SONY, F-717)과 관찰 기록지를 이용하고 행위채집상의 오류

를 줄이기 위해 동 상 촬 (SONY, DCR-VX 2000)을 병행하

여 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조사하 다.

표 3은 가로내 이용자들의 주요 행위 유형을 정리한 

내용으로 서거나 걸으면서 구경하는 행위, 2인 이상 보행

하거나 대화하는 행위, 앉아서 휴식, 대화, 식음하는 행위,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

었다. 특히 구경하는 행위는 예술품이 많은 문화예술적인 

특성에 의해, 앉아서 하는 행위 등은 휴식시설이 많이 설

치된 경관 조성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인사동 전통문

화의 거리」만의 독특한 가로 풍경이라 할 수 있겠다.

표 3. 주요 행위 유형

No.
행위

유형
행위 형태

발생 빈도

많이 다소 가끔

1 서있기

멈춤 ○

대화 ◎

흡연 ○

핸드폰 통화 ◎

구경(관람)하기 ●

설문 응답하기 ○

2 보행

단독 보행 ◎

2인 이상 함께 보행 ●

2인 이상 함께 보행+대화 ●

유모차를 면서 ○

물건을 들고 ◎

보행+식음 ○

보행+플레이어 듣기 ○

보행+핸드폰 통화 ◎

구경(관람)하기 ●

3 앉기

앉기(벤치나 휴식공간) ●

앉기(보행로) ○

대화 ●

놀이 ○

식음 ●

흡연 ○

핸드폰 통화 ◎

구경(관람)하기 ◎

설문 응답하기 ○

4 눕기
눕기(벤치나 휴식공간) ○

눕기(자리나 종이 깔고) ○

5 통신
공중전화에서 통화 ○

핸드폰 문자메세지 작성 ○

6 촬

예술품 촬 ●

시설물 촬 ○

건축물(경관) 촬 ○

기념 촬 ◎

7 놀이

물장난 치며 놀기 ◎

장난치며 놀기 ○

인라인 등 타기 ○

8 이벤트

예술 행위 ◎

공연 ○

전시 ◎

9 판매

물건 위 먼지털기, 닦기 ○

구매자와 대화 ◎

판매 ◎

10 구매

물건 보거나 만지기 ●

판매자와 대화 ◎

구매 ◎

11
정보

얻기

전시대 보기 ◎

플래카드 보기 ◎

안내소 이용하기 ◎

안내 책자 보기 ○

주변사람에게 묻기 ○

12 이동

자전거운행 ○

이륜자동차 운행 ◎

중소형차, 소형화물차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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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공간의 소리환경 분석

대상 공간의 음환경 조사를 위한 

측정은 KS A ISO 1996-1(음향-환

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제1부 : 

기본량 및 측정절차, 2002)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 다.

측정은 무지향성 마이크로폰(Type 

4134, B&K)으로 수음하고 RION NA 

29E (Precision Integrating Sound 

Level Meter with 1/3 octave real 

-time analyzer)로 분석하 다.

대상 공간의 현황음 측정은 나뭇가지의 줄기 모양으로 

조성된 거리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골목길이 시작되는 분기

점 24곳(분기점간의 거리가 먼 경우는 중간 위치도 선정)

을 선정하여 실시하 으며 각 측정위치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현황음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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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등가소음도(equivalent noise level : Leq,1min, dB(A))

대상 공간의 소음도를 국내 소음환경기준(일반 보행로 

부분)인 65 dB(A)와 비교하면 1kHz에서의 소음도(평균 

64.0 dB(A))는 7곳에서 기준을 초과하 고, Over All 값

(평균 69.3 dB(A))과 비교하면 모든 위치에서 기준을 초

과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특성에서 다른 특성을 보 던 11번, 18번, 

19번 위치는 74 dB(A)를 상회하는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

고 있어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듣기 좋은 소

리도 될 수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될 수 있음을 고려하

여야 한다.

그림 6. 위치별 등가소음도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Measurement Point

Le
q(

dB
A

)

1K Hz
Over All

4.2 발생음의 유형 분류

환경음은 표 4와 같이 물, 대기, 불, 새, 동물, 벌레, 해

양생물 등을 음원으로 하는 자연음과 기계음, 사회음(재

해, 행사, 인간 활동, 음악, 학술, 예술), 지시음(시간, 경

보) 등의 인공음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 환경음의 분류

구  분
상 세 분 류

제 1 분류 제 2 분류

자연음

물 물(水), 비(雨), 바다(海)

대기 바람(風), 천둥(雷)

불 화산(火山), 등불(灯)

새 닭(鷄), 까마귀(烏), 꾀꼬리(鶯)

동물 말(馬), 개(犬), 토끼(猫)

벌레 매미(蟬), 귀뚜라미(鈴虫)

해양생물 물고기(魚)

인공음

기계음

기계 기계(機械)

기계도구 톱(鋸), 그라인더(團扇)

수송기관 자동차(車), 배(船)

전쟁기계 총(銃), 대포(大砲)

사회음

재해 붕괴(嵐), 화재(火事)

행사 축제(祭)

사무 사람 활동

음악 기악, 성악

학술 음향학, 음성학

예술 가요(歌謠), 가무(歌舞伎)

지시음

시간 시계(時計), 종(鐘)

경보 종(種), 방울(鈴)

신호 소리(聲), 종(鐘)

표 5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음원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내용으로 소리의 분

류는 표 4의 네 가지 분류(자연음, 기계음, 사회음, 지시

음)에 의해 구분하 다.

본 대상 공간의 소리환경은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공음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물을 이용한 소리

만이 일부 제공되고 있다.

그림 27. 측정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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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음원별 발생 소리

구분 음  원
빈
도
크
기

발생 소리 음  원
빈
도
크
기

발생 소리

자

연

음

남인사

마당

물동이

`3 `3
▪분수 낙수 소리

▪분수물 흘러 내리는 소리
바닥

전벽돌

`3 `3
▪사람 보행․차량 이동시 벽돌 

맞부딪치는 소리`2 `2 `2 `2

`1 `1 `1 `1

바람

`3 `3
▪바람소리

▪플래카드 펄럭이는 소리
북인사

수로

`3 `3
▪수로에 물 흐르는 소리

`2 `2 `2 `2

`1 `1 `1 `1

가로수

`3 `3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풀벌레 소리 동물

`3 `3
▪새의 지저귐 소리

▪새 날개짓 소리

▪개 짖는 소리

`2 `2 `2 `2

`1 `1 `1 `1

기

계

음

버스

대형

화물차

`3 `3
▪멀리서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가속하는 소리

▪멀리서 경적소리

소형

화물차

`3 `3 ▪지나가는 소리▪차 문닫는 소리

▪공회전 소리  ▪가속하는 소리

▪시동거는 소리▪차내 음악소리

`2 `2 `2 `2

`1 `1 `1 `1

승용차

승합차

`3 `3 ▪지나가는 소리▪차 문닫는 소리

▪공회전 소리  ▪가속하는 소리

▪시동거는 소리▪차내 음악소리

오토

바이

`3 `3 ▪지나가는 소리▪가속하는 소리

▪공회전 소리  

▪시동거는 소리

`2 `2 `2 `2

`1 `1 `1 `1

자전거

`3 `3 ▪지나가는 소리
공사

현장

`3 `3 ▪망치소리

▪ 라인더 소리

▪커팅기 소리

`2 `2 `2 `2

`1 `1 `1 `1

사

회

음

보행자

`3 `3
▪발걸음 소리▪뛰는 소리

▪이야기 소리▪웃는 소리

▪종이가방 흔드는 소리

노점상

`3 `3
▪소리나는 물건 소리

▪물건 부딪치는 소리

▪과일 가는 소리

`2 `2 `2 `2

`1 `1 `1 `1

아이들

`3 `3
▪이야기 소리▪웃는 소리

▪외치는 소리▪우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상점

`3 `3
▪상점내 음악소리

▪상점외부 스피커 음악소리`2 `2 `2 `2

`1 `1 `1 `1

어린

아기

동행

`3 `3
▪유모차 바퀴소리

▪아기 울음소리

▪아기 칭얼대는 소리

수레

`3 `3
▪수레 바퀴소리

▪수레 물건 부딪치는 소리`2 `2 `2 `2

`1 `1 `1 `1

촬

`3 `3
▪카메라 셔터 소리

놀이

`3 `3
▪분수대 물장난 치는 소리

▪분수대 자갈 만지는 소리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소리

`2 `2 `2 `2

`1 `1 `1 `1

행사

`3 `3
▪행사용 음악 및 방송 소리

▪관중들 박수 및 휘파람 소리

▪관중들 웅성대는 소리

휴지통

`3 `3
▪쓰레기 버리는 소리

▪캔 부딪치는 소리

▪쓰레기 구기는 소리

`2 `2 `2 `2

`1 `1 `1 `1

연주

`3 `3
▪젓대 부는 소리

▪나무 피리 부는 소리

▪물 호루라기 부는 소리

안내

방송

`3 `3
▪갤러리 안내방송 소리

`2 `2 `2 `2

`1 `1 `1 `1

지

시

음

차량

`3 `3 ▪차량 경적소리

▪자전거 벨소리 상점

`3 `3
▪문 종소리

▪문 벨소리`2 `2 `2 `2

`1 `1 `1 `1

※ 밑줄 그어진 음원은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의 소리 풍경을 이루는 9 가지의 주된 소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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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상 가로의 어울리는 소리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의 소리풍경을 이루는 9 

가지의 주된 소리 중 기계음에 해당하는 4 가지 소리(차

량 관련, 기계․기계기구 등)와 지시음 1 가지 소리(경적 

소리)는 일반적으로 소음으로 분류되고 있어 제거되어야 

할 소리로 사료되나 사회음에 해당하는 4 가지 소리(사람 

활동 관련, 행사, 연주, 방송 등)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만의 독특한 소리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소리발생 빈도나 소리 크기면에서는 주된 소리로 

분류되지는 못하나 자연음 또한 소리풍경을 이루는 중요

한 소리이며 전통음에 해당하는 연주음(전통악기)과 상점

내의 전통음악소리는 가로의 문화적인 이미지를 특징짓

는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어울리는 소리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최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2000년 1월)에 의해 서울

시에 문화지구(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

(조례 등) 및 관련법과의 관계 검토 등 제도기반 조성과 

자치구 및 시에서의 원활한 지구지정 및 제도 운용을 위

한 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는 서울시 문화지구 제1호

로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서

울시의 노력을 반 하고 있으나 최근 다채로운 문화행사

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먹거리 장터 및 

오락 시설 등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인사동 고유

의 전통문화예술적인 이미지가 상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이미

지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을 고려

하고 그 지표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로 경관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행위 유형과 소리의 유

형을 현황음과 연계하여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공간의 이용자 행태 중 구경하는 행위는 민속

예술품이나 다채로운 이벤트가 많은 문화적인 특성에 의

해 나타나는 행위로 머물면서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

공하면서 어울리는 소리환경을 디자인한다면 새로운 무

형공간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상 공간의 등가소음도는 국내 소음환경기준(일반 

보행로 부분)인 65 dB(A)와 비교할 때 1kHz에서의 소음

도(평균 64.0 dB(A))는 7곳에서 초과하고 있으며 Over 

All 값(평균 69.3 dB(A))은 모든 위치에서 기준을 상회하

고 있다.

(3) 대상 공간의 소리환경은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공음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물을 이용한 자연

의 소리가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공간을 에워쌀 수 있을 

만큼의 소리환경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지 않으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소리 환경을 조성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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