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천 지역의 시민문화행태 연구
A Study on the Cultural Behavior in Chunggyechon area

시 정 연
2006-R-34



연구책임 백 선 혜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나 도 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
공동연구 백 승 만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이 지 은 도시사회부 위촉연구원•

이 보 경 디지털도시부위촉연구원•
자문위원 김 경 배 인하대학교•

김 기 호 서울시립대학교•
김 영 호 서울문화재단•
김 찬 호 한양대학교•
김 흥 수 모람 건축사무소•
이 무 용 전남대학교•
이 정 훈 경기개발연구원•
이 희 정 아주대학교•
전 인 호 아틀리에 데스파스•
조 명 래 단국대학교•
조 영 하 청계천문화관•
최 락 진 사간 건축사무소•
최 정 한 공간문화센터•
황 기 연 홍익대학교•



연구의 개요.Ⅰ

1. 연구의 배경

년 복원 이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청계천 지2004 ,

역은 서울 도심부의 명실상부한 도시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

계천 복원 담론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었던 것은 문화의 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청계천 지역을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수용하는 도시공

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계천 지역 복원 이후 이용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 지

역이 서울시민과 방문객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은 주변지역에 대한 미래발전.

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계천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안에 있어 청계천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간변

화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 내용2.

먼저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기대와 구상은 무엇인가를 살피고 청계천, ,

을 구성하는 공간적 맥락 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고 있는가를(context)

파악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계천에서의 시민들의 일상과 생활 문화적. ,

행태는 어떠한지를 관찰하고 향후 청계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

책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분석 범위와 방법3.

문헌연구 및 언론분석을 통해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나타난 구상과 기

대를 분석하며 이용행태의 전반적 패턴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또한 미시적 이용행태의 관찰과 더불어 시민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실시한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의 구간으로,

하천 내의 도보구성 주변부의 지역적 특성 경관 등을 고려하여 구간으, , 4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흐름4.



연구결과.Ⅱ

도시수변공간과 시민문화1.

수변공간의 공간적 특징은 개방성 연속성 친수성 쾌적성 생태성, , ( ), ,

역사문화성 조형성 랜드마크 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수변 문화행태는 자, ( )

연감상 산책 및 데이트 물놀이 레포츠 취미활동 이벤트 문화공연 등이, , , , , ,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징과 수변문화행태에 따른 수변공간의 역할은 도시.

문화를 활성화 하고 생태공간을 회복하며 상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도, ,

하며 근린생활권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해외 사례 검토2.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해외의 수변공간 개발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변공간의 문

화공간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고려․
보행중심의 공간설계․
도시편의시설과의 연계․
역사문화자원과의 네트워크․
장소성에 기반한 행사 및 이벤트․

수변공간의
문화공간화

수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특징3.



수변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은 일반적인 수변공간의 특징과 더불어 청계

천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 특징으로는 개방성 연속성 친수성 쾌적성 역사문화성 조형, , ( ), ,

성 랜드마크 이 되겠고 청계천만의 차별적 특징은 도심부 하천이라는 점( ) , ,

그리고 깊은 단면으로 인한 단절성 상류의 인공성과 하류의 생태성이 공,

존하는 이중성이라 할 수 있다.

청계천의 구간별 공간적 특징과 계획4.

경관 공간성 접근성 기본 구상 및 인프라 측면에서 각 구간별 특징, , ,

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계천 복원의 문화적 가능성과 기대5.

청계천 복원과 관계된 각종 문헌과 언론자료를 통해 나타난 복원계획

과정에서의 기대 성과 그리고 요구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복원계획과정

•서울의 역사성 회복
- 전통문화의 복원

•도심의 문화적 재생
- 문화공간 창출
- 도시공간 정비

•문화관광의 중심축
- 사대문안 문화관광벨트
- 골목산업생태계 관광명소화

•자연성 회복
- 생태하천

여론조사

성
과

•생태환경의 회복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

요
구

•도심문화공간 확충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변부 재개발 및 정비

※역사성 회복에 대한 인식이 낮음

언론분석

•관광상품
- 서울의 랜드마크
- 야간관광, 여름피서지

•도심 문화공간
- 거리공연/예술 촉진
- 소통의 공간
- 문화마케팅
- 문화교육

•휴식공간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 시민생활체육의 장
- 도심 속 생태문화휴식공간

•생태환경
- 생태의 보고
- 생태교육 및 체험
- 친환경 재생의 물꼬

•새로운 개발과 재생공간
- 도심환경개선
- 주변개발과주변상권 변화
- 지역경제활성화

•역사공간
- 전통의 계승

•더 나은 청계천을 위한 제언

청계천 이용행태 분석 설문조사 결과6. -

설문을 통해 나타난 시민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청계천에 방문한 이유 청계천을 방문한 이유로는 산책 잠시 휴: ,○

식 등이 높아 청계천이 도시민의 휴식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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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가본 곳으로는 종로와 명동 등 청계천과 상관없이 도○

심부 중심상권이 인구 흡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황학동 세운상가를 방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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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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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시장

명동

종로

주 이동로와 주로 머무는 곳 청계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산책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다리 밑이나 물가 계단에서 휴식을 취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둔치 산책
로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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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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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방문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시민-○

휴식장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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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장소

역사체험 장소

보행로

자연생태 장소

나들이 장소

시민휴식 장소

청계천에서 경험한 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로는 다리를 건넌 것이고 사진촬영이나,

주변 상가지역을 걸어본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을 희망하는 사항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높아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청계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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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담금

경험없다 경험있다 해보고 싶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류시간은 대개 시간 이하이고 청계천을 시2 ,

민휴식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재방문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청계천이라는 장소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구간별 특징으로 정리해 비교해보면 다

음과 같다.

재방문 의사와 준수사항 청계천을 방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

방문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좀더 나은 청계천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

를 첫째 준수사항으로 꼽았다.

98.9%

1.1%

오겠다. 오지 않겠다.

청계천규제
사항

27.0%

염방

9%

자원봉사
7.2%

기타
0.6%

교통규범
준수
4%



구간별 비교 종합-○

청계천 이용행태 참여관찰조사 결과7.

참여관찰을 통해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개‘

별적 이용형 과 행사 참가형 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개별적 이용형’ ‘ ’ .

의 경우는 산책 및 휴식형 운동형 천변구경꾼형 등으로 구‘ ’, ‘ ’, ‘ ’

분되었으며 행사참가형의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 참가 와 반복적 이, ‘ ’ ‘

벤트 참가 로 구분되었다 구간별 특징에 따라 이들 이용유형 역시 조금’ .

씩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개별적이용형 행사참가형 구간별특징

1구간
산책및휴식형
천변구경꾼형
운동형(주중,직장인)

•산책및휴식형
-가족,연인,친구단위
-심리적안정감
-도심속자연공간
-연결성(신호등없음)

•운동형
-인근직장인
-주거지인접

•천변구경꾼형
-심리적단절감
-관조적자세

•일회성이벤트참가
- 우연히참가
- 문화향수기회증가

•반복적이벤트참가
- 걷기대회
- 청계천문화관행사
- 주민, 가족단위

•프로그램만족도높음
•청계천에서문화이벤트경
험률이낮음
•문화예술행사에대한욕구

2구간
산책및휴식형
운동형(주중,직장인)

3구간
운동형(주민,상인)
산책및휴식형

4구간 운동형(주민)

청계천 복원 구상과 시민문화행태8.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청계천에 대한 구상과 시민문화행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계천에 대한
구상과 기대

복원계획
여론조사
언론분석

•서울의 역사성 회복
•도심의 문화적 재생
•생태환경 회복
•관광상품
•시민휴식공간

시민문화행태조사

설문조사 참여관찰조사

•이용행태
- 산책
- 휴식
- 관광

•청계천에 대한 인식
- 시민휴식장소
- 나들이장소
- 자연생태장소

•역사문화복원에 긍정적

•문화행태유형
- 산책 및 휴식형
- 운동형
- 천변구경꾼형
- 행사참여형

•문화예술행사 희망 높음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청계천 시민문화행태의 특징을 요약해본다면,

개방성과 단절성 흐름과 멈춤 도심에 존재하는 자연 더 많은 문화예술, , ,

향유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



정책적 제안을 위해 구간별로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청계천 지역의 시민문화행태의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요약되는 문화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계천 지역은 도심 속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

둘째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세째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문화적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 못하,

고 있다.



네째 청계천의 장소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

다섯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

정책건의.Ⅲ

천변공간의 주변지역과의 구조적 단절성 완화를 위한 연변건축물○

관리 지침을 재개발 수행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다.

지천을 이용한 청계천 주변지역의 친수공간 확보를 유도한다○

도시가구 및 공공예술을 통한 천변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천 이전지 하천시설물 등 장소적 잠재력을, , ,○

발굴하여 청계천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주변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예술촌 조성 등과 같은 지구차원의 지원○

을 통해 문화예술지원과 활성화를 모색함으로써 청계천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청계천 내에서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 다만,○

산책로는 산책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부에 공연장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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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Ⅰ 연구의 개요

제 절 연구배경 및 목적1

연구1. 배경

첫째 청계천 지역이 도시문화공간으로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연구가 필요하다.

년 월 일에 개장한 청계천 지역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방2005 10 1

문해야 할 서울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장된 지 일 만에. 58

대한민국 인구의 에 해당하는 천만 명이 청계천을 방문하는 기록을1/5 1

세웠고 년 월 일 현재 방문객 천만 명을 돌파했다 청계천은 데, 2006 9 3 3 .

이트와 가족나들이 산책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청계천 새물맞이 축, . ‘

제 루미나리에 행사 연등놀이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서울’, ‘ ’, ‘ ’, ‘ ’

시 주최의 문화행사들이 이어지는 한편 도심 소재 기업들은 청계천을 이,

용한 문화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에 달하는 복원공사를 단기간에 완공한 경이로운 기록 역사적5.8km ,

장소의 생태적 복원 등 아직 축제적인 분위기가 남아있지만 복원 후 일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청계천 지역은 점차 자신만의 도시공간으로 정,

착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청계천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청계천 지역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의 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청계천 지역을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수용하는 도시공간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복원은 우리의 도시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보여준다.

도심부의 교통요충지에 사람과 자연의 길을 위하여 차량도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였다는 것은 서울이 이제 기능위주의 산업시기를 지나 문화시기에,

와있음을 암시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준공식이 끝나자마자 서.

울의 문화도시화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문화시기에 부응하는 주 일 근무제. 5

실시는 시민들에게 도시의 여가 및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

지만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서울의 도심부에 위치한 청계천 지역은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인 동시에 천

변여가공간으로 시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

로 시민들의 바람직한 여가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청계천 복원은 주변지역에 대한 미래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루어진 것이므로 청계천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안에 있어서 주변지,

역의 공간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계천 복원은 일단락되었으나 주변지역은 서울 도심부 발전계, <

획 등과 더불어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황학동 롯데캐슬>(2004) . ,

용두동 대성스카이렉스 왕십리뉴타운 등 대규모 건설로 인해 천변환경이,

변모하고 있다 청계천 장소마케팅 기본방안 연구 에 의하면 복. < >(2005) ,

원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은 도시문화공간의 확충(32.1%)

과 주변부 재개발 이다 그러나 주변부 재개발 계획에 문화공간의(23.7%) .

확충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계천 지역의 안목 있는 문화활성화,

를 위해서는 주변부 재개발이 영향을 미치는 문화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



야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청계천 시민문화행태를 분석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가 청계천 시민문화형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행태 자체에 대해 알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청계천은 복개 전과 복개 후에 상당히 다른 변화양태를 보여.

준다 특히 청계천 복원이후에 많은 시민들은 청계천을 찾고 있다 또한. .

청계천을 기점으로 하천 내와 주변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왜 청계천을 찾으며 청계천 내에서 어떤 행동과 활동,

형태를 보여주는가 우리는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청계천에서 일어나고 있?

는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적 행태변화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계천의 문화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하천 내 혹은 주,

변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민활동을 알아야 한다 즉 청계천을 둘러싼 문화. ,

적 행태에 대해 알아야 보다 더 시민친화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적합한 축제와 행사를 기획할 수 있으며 주변부 관리 및 개발계획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계천 내의 다.

양한 시민문화활동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청계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

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청계천의 장소화 방향에 대한 모색차원이다 장, ‘ ’ .

소화란 개개인이 하나의 장소에 대해 갖고 있는 상 의 통합된 모습이( )象

다 각각의 개인들에게 특정한 이미지로 정착되어 있을 때 하나의 장소는. ,

장소화된다 청계천은 도심 내에 자연하천이 놓인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도시의 복잡함과 단절되어 를 하상으로 걷는 도심형 자연하천은. 10㎞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절성을 갖는 하천을 이용.

시민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

한 시민들이 갖는 청계천의 이미지와 상을 분석함을 통해 청계천의 장소성

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제 절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2

연구내용1.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원 이후 청계천의 이용행태는 어떠한가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 ?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 축제 등이 추진되고, ,

있다 청계천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행태는 어떤 양상을 띠었으며 이목을. ,

끄는 행사 등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본 연구는 청계천에서 벌어진 다양?

한 이벤트와 행사 축제와 그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

둘째 청계천을 구성하는 공간적 맥락 은 어떻게 구성되고 변, (context)

화하고 있는가 청계천은 개발할 당시부터 주변부 계획에 대한 다양한 논?

란을 야기했으며 실제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청계천, .

주변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청계천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야기

하는지를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셋째 청계천에서의 시민들의 일상과 생활 문화적 형태를 기록하는 것, ,

이다 청계천은 이미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 ,

관광객 또한 청계천을 우선으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청계천은 무슨 매력.



으로 시민들을 끌어당기는 것일까 그리고 청계천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행?

동하며 어떤 문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으?

로 청계천의 문화와 일상에 대해 기록하고자 한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향후 청계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청계천은 다양한 문화와 일상을 보여주는 공간.

이다 사람마다 공간적 개념이 다르며 하천을 바라보는 기준 주변부 개발. , ,

에 대한 태도 등이 모두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한 전.

문가의 시각과 시민들의 문화 및 일상에 대한 기록 등을 통해 청계천의 장

소성과 시민문화행태를 파악하고 청계천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

해 논의할 것이다.

분석범위와 방법2.

시민문화행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청계천이 도심 수변공간으로서

문화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문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시민의 이용행태라고 했을 경우 포함될 수 있는.

생산활동이나 단순통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행태를 제외하고 청계천,

의 수변 또는 천변보행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이나 여가 및 휴양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해 시도되는 제반 행태가 본 연구의 시민문화행태의 범주에

포함된다.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의 구간이

다 구체적으로는 하천 내의 도보구성 주변부의 지역적 특성 경관 등을. , ,

고려하여 청계천을 구간으로 나누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4 ([ 1-1]).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와 같은 구간구획 방식은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구분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청계천 복원 기본구상 당시 복원구간은 개의. , 3

구간으로 나누어 시작점에서부터 청계 가까지는 역사 전통 청계 가에서, 4 ( ), 4

부터 가까지는 문화 현대 그리고 다시 신답철교까지는 자연 미래 의 주7 ( ), ( )

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구분은 청계천 하천 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라기보다는 청계천 주변부의 특성과 개발방향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그림 청계천 기본구상 구간구성도[ 1-2]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청계광장 삼일교- 삼일교 오간수교- 오간수교 고산자교- 고산자교 합류부-



그림 청계천 공사 공구별 구간도[ 1-3]

한편 청계천 철거공사는 약간 다른 범위의 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됐, 3

는데 공구는 광장시장 새벽다리 까지의 구간 공구는 난계로까지의, 1 ( ) 2 , 2㎞

구간 공구는 신답철교까지의 구간이었다 이 경우는 공사의2.1 , 3 1.7 .㎞ ㎞

편의상 약간 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1).

청계천 복원 구상과 더불어 청계천을 문화벨트로 조성한다는 청계문<

화벨트조성계획 이 연구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청계천은 난> ,

계로까지를 구간으로 신답철교까지를 구간으로 그리고 서울 숲까지를1 , 2 ,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광범한 이 구간설정은 청계천의 장3 .

소적 성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

1) 각 공구는 개조의 서로 다른 시공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공구는 청석엔3 , 1

지니어링 설계 대림과 삼성 시공 서영기술단 감리 공구는 삼안기술공사( ), ( ), ( ), 2

설계 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시공 제일엔지니어링 감리 공구는 동명엔( ), LG ( ), ( ), 3

지리어링 설계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 시공 청석엔지니어링 감리 이 맡았다( ), ( ), ( ) .

특별히 램프구간 철거의 경우 공구는 램프 우측 보도방향 으로 개 차로만, 1 ( ) 1

있어서 공구와는 달리 크레인이 고가 위에서 작업해야했다 조광권2,3 . Cf. ,

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 여성신문사 알기< >, , 2005. pp. 303-311. <

쉬운 시민백서 청계천 서울특별시>, , 2005. pp. 45-47.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청계천의 장소와

일상 문화적 형태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

첫째 문헌연구와 언론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도심수변공간이 문화적, .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청계천에 대입해본다.

그리고 복원을 전후한 문헌과 관련자료 언론분석 등을 통해 청계천 복원,

과 관련된 문화적 시선들을 읽어내고 복원의 목표와 기대를 파악하도록,

한다.

둘째 이용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청, .

계천에 대한 태도 행동 불만사항과 희망사항 등을 제시하는 객관화되고, ,

표준화된 방법이다 특히 청계천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용행태 등을 객관. ,

화된 지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청계천에서의 시민들의 움직임과 태도를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

해 읽어본다 특정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참여관.

찰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상성과 행태성에 대한 정보

를 얻도록 해준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여 청계천에 대한 소감을 심.

도 있게 드러나게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들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다, .

표 조사방법 및 내용< 1-1>

조사 조사내용 목적

문헌연구 및
언론분석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나타난 구상과 기대

청계천 복원의 목표와 반응 파악

설문조사 시민들의 이용행태 조사 시민들의 행태 기본 지표화

참여관찰 및
인터뷰

시민들의 이용행태 관찰
시민 및 상인 등 다양한

계층 의견 청취

청계천 일상 기록 및 청계천에 대한
심리적 지표 측정



제 절 연구의 흐름3

본 연구는 청계천에서의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기록을 통해 청,

계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청계천의 미래를 기획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우선 청계천의 물리공간적 특징 및 청계천 복원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
파악하여 문화공간으로서 청계천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이를 위해서 문.

헌연구와 정책분석 시민여론조사 언론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

구체적인 청계천 시민문화 행태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참여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는 월과 월 두 차례에 걸쳐 실. 5 11

시하였다 월부터 월까지의 예비관찰 이후 본격적인 참여관찰조사가. 6 8 , 9

월부터 월까지 매일 실시되었다11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청계천 지역 시민문화행태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

펴보고 결론적으로 시민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할 것이다, .

연구의 흐름을 요약한 것이 그림 이다[ 1-4] .





제 절 도시 수변공간의 기능과 역할1

제 절 도시하천의 재정비와 수변문화의2

사례

제 절 소결3

제 장 도시 수변공간과Ⅱ

시민문화



제 장Ⅱ 도시 수변공간과 시민문화

제 절 도시 수변공간의 기능과 역할1

수변공간의 특성과 기능1.

수변공간이란 일반적으로 수제선을 중심으로 수역과 육역이 유기적으

로 일체된 지역을 일컫는다1) 즉 넓은 의미에서의 수변공간은 수상과 수.

중 그리고 수면이 접한 육지의 모든 부분을 일컫게 되는데 이를 도시계획,

이나 관리의 차원에서 영역을 한정하려고 할 때에 그 범위는 아직 명확하

지 않은 실정이다2) 수변공간은 육역이 접한 수역의 상태 즉 해양 호수. , , ,

혹은 하천이냐 하는 것과 그 수역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개발 상의 공,

간에 따라 그 형식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1) 최도석 과 박주연 의 연구에 따르면 서구에서 만들어진(2003) (2000) waterfront

라는 용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과거 수변 수변공간 수제 수제면 해안역 등으, , , ,

로 다양하게 일컬어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수변 공간으로 어느정. ‘ ’

도 용어가 일정해 졌고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수변공간의 정의는 함께 면,

한 물과 육지의 일정 영역 모두를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획이나 개발 차원에서 수변공간의 영역을 구체화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정.

석희 황성수의 논문 에서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까지를 수변공간, (2002) 500m

으로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외 항만 수변공간의 정의로서는 정양희. ,1995,‘

항만도시의 공간구조와 수변공간의 변용에 관한연구가 있어서 해안선으로CBD ’

부터 약 까지의 범위를 제안하기도 했다300m .



수변공간은 물과 육지가 접하고 있다는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일반적

으로 육역공간에서 얻기 힘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선.

수면은 물리적인 개방성을 가지며 그로 인해 인간은 심리적 개방감과 해,

방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다양한 경관 연출에 이용되면 공간의 기능이.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물 자체가 주는 자연의 느낌 물소리 등은 공간을. ,

쾌적하게 하는데 이러한 수변공간의 쾌적성은 사람들에게 휴양과 위락의

장소를 제공한다 물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산물로 인한 생산성 오랜 취락. ,

형성으로 인한 역사성 문화성 역시 수변공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도시 수변공간과 하천 공간2.

도심지 수변공간에 한 관심과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도시는 편의와 효율 위주로 관리 개발되. ,

었으며 수변공간 역시 인간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서 치수나 이수 측면의,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삶의 질도 악화되면서 환경에 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

변공간은 이렇듯 고밀 개발된 도시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안공

간으로 떠올랐다 특히 수변공간이 갖는 개방성 쾌적성은 고속성장과 개. ,

3) 정석희 황성수 전게서 참조 이 외에도 이성호 는 그의 논문에서 수변공, . (1999)

간의 특성을 개방성 방향성 완결성 생산성 레저기능 다양성 비일상성 어메, , , , , , ,

니티 문화역사성 홍보성으로 분류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점적 선적 면적, , , ,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수변공간은 수역의 특성과 육역의 특성을 동시에 갖.

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성보다는 결합되었을 때 두드러지는 특

성에 주목하였다.



발에 따른 산업집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공간에서 갖기 힘든 심리적 여유와

안정감을 준다 그러므로 수변공간은 시민의 위락 휴식 활동을 유발하며. ,

도시 공간은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도심에 위치한 수변공간의 경우 체로 도시의 발전이 수변공간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집중된 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유적으로부터 현재까지 그 도시의 역사가 고스란.

히 축적되어 있으며 그를 통해 문화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변공간.

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물이라는 자연을 경험함과 동시에 지역이 축적해온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도심의 수변공간은 복잡한 물리적 환경을 배.

제한 쾌적한 공간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

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수변 공간 중 특히 하천변의 경우 일반적인 수변공간의 특성과

더불어 하천의 선형적 특성에서 나오는 성질이 더해질 수 있다 하천의 선.

형적 특성은 하천이 지나는 지역을 둘로 나누고 경계를 형성하기도 하지

만4) 하천이 흐르는 방향으로는 연속적인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

하천의 흐름을 따라 형성된 수변공간은 급작스런 공간의 변화라든가 단절

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

이 연속적 공간에는 거점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거점들을 통해

수변공간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개별화되기도 한다 즉 하천 공간에 나.

루터가 생긴다든지 광장이나 특징적인 건물들로 인해 연속적인 공간에 변,

화가 생기고 그 지역만의 특징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수변공간의 개방성.

과 친수성은 위락휴양지로서 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의 잠재력을 부여하기

4) 이경렬 은 하천의 기능을 이용측면과 자연측면으로 나누었으며 경계를 형(1998)

성하는 이러한 공간 기능을 지리분할로 정의하고 있다‘ ’ .



때문에 이용방향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물의 흐름에 따른 방향성과 변화감 역시 하천 공간이 갖는 특성이다.

방향성은 개방성과 맞물려 랜드마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특히 도심에 위.

치한 경우 고밀개발된 육역에 비해 하천이 갖는 개방성과 연속성은 수변공

간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하천에 놓인 다리들 역시 강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조형성을 갖

춘 다리들은 하천의 상징이자 그 하천이 지나는 도시 전체의 상징이 되기

도 한다5).

그러나 하천은 범람의 위험을 간직한 곳으로 늘 변화의 가능성을 간직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천은 이용의 상이자 다스림의 상이었다 하천. .

공간의 이용과 개발은 하천 자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간의 변화 특성을

함께 이해하고 고려해야한다6).

수변공간이 갖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새로운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의 수변공간 특히 하천이 관심의 상이. ,

되고 있는 것은 체로 하천이 도시 내부를 관통하거나 도심과 가까운 곳

을 지나기 때문에 기존의 하천들을 재정비하는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수변공간은 도시의 문화경제적 혜택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다른 하천과 달리 갖게 되는 매력일 것이다 도시하천 재정.

5) 파리 퐁네프 다리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시드, ,

니의 하버브리지처럼 도시를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다리들이 있다 최근 로테르.

담에 지어진 에라스무스다리는 로테르담을 대표하는 경관이 되었다.

6) 박주연의 논문에서 검토한 일본 하천정비 공법을 보면 홍수시 외력경감 자연,

하천의 동적 특성 고려 기존하천시설물에 하천 생태계를 배려함을 알 수 있다, .

특별히 일본 하천 정비에 주목하는 것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후적 특

성으로 인해 강우량의 집중으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의 유형이 우리의 하천과 비

슷하기 때문이다.



비에 있어서도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자연하천의 특성에 맞는 생물들을

자라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채택되는 것은 생태환경에 한 관심에 맞물려

하천을 통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변공간은 수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뿐 아니라 육역이 갖

는 특성에 따라서도 다양한 공간형성이 가능하고 그 역할도 다양하게 이루

어질 수 있다 특히 도시 하천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비되고 이용되지 않으.

려면 도시가 갖는 다양한 특성이 먼저 파악되어야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

어 하천과 그 하천이 지나는 도시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어 고유의

장소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특질을 살려 적절한 개발과 이용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 수변공간에서의 시민활동3.

풍부한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갖는 수변 공간은 생활의 장소이

기도 하지만 때로 축제나 놀이의 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도시 수변공간.

이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연 모습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인,

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도시 수변공간에서의 활동은 수역에서의 활동과 육역인 도시에서 일어

나는 활동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역에서의 활동은 적극적인 활동인 수상레포츠에서부터 자연감상이나

관찰 등 수동적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즉 물놀이 그림그리기. , ,

나 수생생물의 채집 산책 데이트 등이 있을 수 있으며, , 7) 개방적 특징을

이용한 연날리기 배띄우기 불꽃놀이 등의 이벤트도 가능하다 또한 자연, , .



과 어우러진 음악연주회 공연 등을 개최 문화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 , .

그림 수변공간에서 가능한 활동들 도시와 자연영역의 경계지점에 있는[ 2-1] .

활동들이 도심수변공간에서는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들은 장소가 갖는 매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장소의 매력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활동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도입되었을 때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변공간이 어.

떻게 물리적으로 혹은 비 물리적 행사개최 등 으로 디자인되었느냐가 시, - ( )

7) 일본의 리버후론트 정비센터에서는 친수활동의 유형을 자연체험형 자연감상형, ,

자연지향형 산책형 이벤트형 레저스포츠 형으로 분류했는데 활동 분류의 기, , , ,

준이 어떤 시설을 지원할 것인가에 맞추어 있다보니 단편적인 활동사항에 주목

한 분류인 경우도 있었다.



민문화행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 절 도시하천의 재정비와 수변문화의 사례2

강을 끼고 형성된 도시들은 도시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자기 하천에

한 정비작업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기존의 하천 정비가 이수 위주의 정,

비였다면 최근의 정비 방향은 하천의 자연환경을 살리는 경향을 취하고 있

다 그러나 인간활동에 중요한 수자원인 하천을 완전한 자연상태의 하천으.

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비시 자연적인 형태로 조성하거나 도시민들

의 친수성을 향상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복원하거나 정비하고 있다.

도시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고 친수성을 회복하는 것은 수변공간을 시

민들과 좀더 가깝게 하고 도시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연생태계의 모습을 복원하는 경.

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프라비던스시의 워터플레이스파크 보스톤의 빅딕(water place park),

프로젝트 등은 하천의 접근성을 증진 친수성을 살리(BIG-DIG project) ,

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들이다 하천 주변에 형성된 도로를 지하도로.

로 만들거나 도심외곽으로 돌리고 하천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수풀을 조성

해 수생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며 시민들이 하천으로

보다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시의 돈강 복원도 접근성 증진 및 녹색길 조성 생태서식,

환경 개선 및 보전 습지 살리기 및 호수 복원 등을 통하여 강의 생태환경,



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프랑스 파리의 비에브르강 복원 세느강. ,

의 정비 사업도 생태계복원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비된 모습이 꼭 자연적이야 할 필요는 없다.

독일 포츠담의 포츠담 운하는 과거 운하의 메워진 부분을 걷어내고 하

천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 도심운하이다 물 자체가 갖는 자연적 특성을.

살린 것으로 호안을 자연형으로 꾸미지는 않았으나 도시에 생기를 준 것으

로 평가된다 년 정비된 라이프치히의 디 플라이스 의. 2000 (Die Pleisse)

경우 도시 재건축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된 정비사업으로 가능한 한 역사,

성을 고려하여 제방을 단장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되어 질 수 있는 방

향을 택했다 일본의 키타자와천 스미다천 도톤보리천 역시 도시의 한 요. , ,

소로서 디자인된 하천의 모습으로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물과 접할 수 있

도록 정비되었다.

복원 하천의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강 개선사업

은 지속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도시가 하천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하천을 통해 도심이 재생되거나 활성화된 사례를 통해

도시와 하천과의 관계 및 하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문화 활성화1.

샌안토니오 리버워크1) (San Antonio River Walk)

파세우 델 리우 리버워크 는 총 연장(Paseo del Rio River Walk)



인 샌안토니오강에서 도시 중심부로 물을 끌어들여 운하를 만들고384km

산책로를 조성하여 도심활성화를 가져온 표적인 사례다.

샌안토니오시는 인구 만 년 기준 의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182 (2003 )

위치한 공업도시로 육우 양모 목화 채소 과일의 집산지를 이루며, · · · ·

또 부근의 유전에서 산출되는 석유의 정제 를 비롯하여 식육가공 금( ) ·精製

속 주류 섬유 등 각종 제조업이 성한 곳이다 년 에는 철도가 부· · . 1890

설되어 가축의 집산지로서 발전했기 때문에 일찍이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스페인군이 점령하면서 스페인인들이 정착 발전시킨 도시로 한때는 멕시,

코령이기도 해서 도시 중심부에는 스페인 멕시코 통치시절을 보여주는 역,

사적인 건물들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이 고층빌딩과 함께 존재하는 샌안토.

니오의 중심부는 유서 깊은 번화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리버워크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년 부터 샌안토니오강의 홍. 1920

수를 이겨내기 위해 정비를 시작 년 에는 강을 도시의 미적 요소로, 1930

적극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보행자 다리 산책로를 설치했으며,

년 부터 전체 강의 장기 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년 단위의 세부1960 10

계획을 세워 자본 확보와 강변 환경의 재편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

울여 왔다.



그림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안내도[ 2-2]

샌안토니오강 도심부 리버워크의 총 연장은 로 청계천의 도심부5.8㎞

구간과 길이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물길 폭은 이며 가장 깊은 곳. 6 8m～

은 수심이 정도여서 너비 가량의 유람선이 운행할 수 있다 물길은1.5m 2m .

산책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산책로는 강변도로와 한 층 높이의 차이,

가 있다 산책로가 바로 쇼핑몰 은행가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산책로. ,

주변은 각종 카페와 레스토랑이 물과 바로 맞닿아 있어 활기찬 수변공간을



만들고 있다.

샌안토니오는 텍사스 독립을 위한 멕시코 군과 전투를 벌이는 기지 역

할을 했던 앨러모 성당 등 선교지를 관광지로 조성하고 이 중 부분을 리

버워크와 연결시켜 역사보존 구간 을 조성했다 또한 가로수와 해양생‘ ’ .

물 초목식물 등을 식재 방사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 .

렇듯 자연과 역사구간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리버워크의

특징이다.

샌안토니오강의 갈수기 때 행해지는 머드 페스티벌 사육제나 종교적,

축제일과 맞춰 하는 각종 퍼레이드 및 행사들이 리버워크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물길을 관광수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를 이용한 각종 이,

벤트 보트 크루즈 디너 크루즈 들도 마( river boat cruise, dinner cruise)

련돼 있다 또한 수변 산책로에서는 주변지역 아티스트와 아마추어들이 참.

여하는 수공예품 전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8).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따뜻한 기후와 지역주민의 여유로운 사고가

샌안토니오의 매력이라고 한다 조성된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지역의 기후.

와 인심은 장소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틀랜드시 리버플래이스2) (Riverplace in Portland, Oregon)

미국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시는 시를 관통하고 있는 윌라메트강

을 이용한 도시재생을 꾀하였다 도시재생과 함께 이미(Willamette river) .

년 에 강변도로를 없애고 수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1970

8) http://www.thesanantonioriverwalk.com/



리버플래이스 조성으로 나타났다 포틀랜드시는 지속적이고 다양하며 적합.

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공기나 물 땅과 다른 자연 자원을 보호하, ,

며 지역의 동식물과 야생생태 등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지역 생태계 차원, ,

에서 인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저로 하는 도심 정비를 기획했

다 년 부터 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포틀랜드시 리. 1980 10

버플래이스 건설에는 주거지는 물론 호텔과 레스토랑 등을 건설하여 일자

리 창출에도 힘썼다.

포틀랜드시 정비의 특징은 단순히 하천변의 개발이 아닌 전체 도시의

맥락에서 특화된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듯 도.

시를 개발하는데 하천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천변의 스카이라.

인을 고려하고 공공도로와 이면도로 등 도로 시스템을 개발하며 특히 이,

웃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보행로의 다양화를 꾀하는 등 도시계획,

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만들어진 수변공간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프로비던스 워터플래이스 파크3) (Porvidence Waterplace park)

프로비던스시의 워터플래이스 파크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도시인

프로비던스에 있는 수변공원으로 도시를 흐르며 과거 운송로로 중요한 역

할을 했던 우나스쿼터켓강 프로비던스강(woonasquatucket river),

모샤썩강 을 이용해 공원을 만든(providence river), (moshassuck river)

사례다 북쪽에서 흘러드는 모샤썩강과 동쪽에서 흘러드는 우나스쿼터켓강.

이 만나 프로비던스강을 형성하는데 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우나스쿼터켓,

강과 프로비던스강이 만나는 지점에 동그란 모양의 워터플래이스를 만들고

공원화했다 강과 연결되어 강변산책로 가 조성되어 있다 워. (river walk) .

터플레이스 파크는 쇠락한 다운타운을 친환경도시로 만든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프로비던스시는 인구 만 명으로 년부터18 1979

철도 이전 및 하천 복원사업이 논의되었다 즉 철도를 옮기고 죽은 땅이.

있던 곳의 콘트리트를 걷어내고 하천을 살려내는 작업을 시작해 년1990

중반 마무리 지었다.

프로비던스시는 시내 곳곳에 공공 주차장이 많아 주변도시에서 접근이

편리하고 중앙역과 호텔이나 식당으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인,

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워터플래이스 파크에는 프로비던스.

주민 뿐 아니라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9).

그림 프로비던스 편의시설 안내도[ 2-3] 그림 프로비던스 주차장 안내도[ 2-4]

9) 웹사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워터플래이스 파크의 이벤트 중 하나인 워터파이

어에는 가 외지인이라고 한다60% .



프로비던스의 워터플래이스 파크를 명소로 자리 잡도록 한 가장 큰 요

인은 바로 문화행사들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클래식 재즈. , ,

댄스 강습 등 문화행사를 매주 무료로 개최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특히 프로비던스의 불꽃축제는 워터플래이스 파크만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워터파이어 라 불리는 이 행사는 바나비. (water fire)

에반스 에 의한 불꽃조각품 에서 시작되(Barnaby Evans) (fire sculpture)

었으며 격주로 토요일 해가 진 뒤 워터플래이스 파크에서 이루어진다 워.

터플레이스 가운데에 쇠로 만든 화로를 배치하고 모닥불을 한밤까지 지피

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불꽃을 지피는 퍼포먼스도 이어진다 산책로에는, .

음악이 흐르며 사람들은 강변산책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물과 불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소재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 최초 개의 화로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개로 늘었. 11 60

다 민간 기업의 스폰서와 개인의 기부를 통해 행사를 이끌고 있다. 10).

10) 워터파이어의 공연 일정은 www.waterfire.org 참고.



현재 프로비던스시의 예술문화분과(department of art, culture and

에서는 매년 워터플레이스 파크에서의 공연계획을 잡고 여름철을tourism)

중심으로 음악 콘서트를 개최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11).

혼잡한 상업지역의 여유 공간2.

오사카시 도톤보리천1) ( )道頓堀川

일본의 오사카 남부를 가로지르는 도톤보리천은 년 물자 수송용1615

으로 건설된 인공하천으로 자연하천 복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도심부에 위

치한 수변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심 수변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오사카시는 년 물의 도시 오사카 재생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1995

도톤보리천 정비계획을 세워 년까지 차로 번화가가 밀집한 동쪽의2010 1

구간을 시민친화형 수변공간으로 꾸미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로써1.3 ,㎞

본래 였던 폭은 로 줄어든 신 양쪽에 의 산책로를30 50m 12 14m 8m～ ～

만들어 친수성을 높혔다.

오사카의 번화가에 위치한 도톤보리천은 입체광장과 음악홀이 들어서

고 하천 곳곳에 분수를 설치하여 도심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

를 제공하고 있다 도톤보리천이 지나는 오사카의 중심부는 상점이 즐비하.

11) 프로비던스의 문화행사는 http://www.providenceri.com/ArtCultureTourism/

참고.



게 늘어선 도시 위락지의 표적인 지역으로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되,

어 유흥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톤보리천에서는 매년 월 일 천신제라는 큰 축제가 열리는7 24, 25 ' '

데 일본 목선이 하천을 오가며 퍼레이드를 벌인다 근처 신사에서 행하는.

뱃놀이 축제도 있다 이때에 전통복장을 한 장정들이 배를 타고 하천을 오.

간다 또한 도톤보리천과 오사카 주변의 하천을 오가는 수상버스 고풍스. ,

러운 해바라기호와 작은 보트 카누 등 많은 배들이 지나는데 해바라기호,

에서는 선상결혼식 선상파티가 열리기도 한다, .



생태공간으로서의 도시 하천3.

파리 비에브르강 복원1)

베르사이유 부근에서 발원해 파리시 남쪽으로 흘러 세느강과 합류하는

비에브르강은 년 초까지 서민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나 산업화의 여1900

파로 오염이 심해지자 파리시내구간과 함께 복개되었던 강이다.

비에브르강은 그 길이가 에 이르며 하천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수36km

는 만 명을 넘는다 그 중 상류 는 자연하천으로 오염되지 않은50 . 20km

맑은 물이 흐르지만 앙토니 에서 파리시에 이르는 하류구간과 파(antony)

리시내의 는 산업화로 인해 오염이 심해지면서 복개했었다 비에브르5km .

강은 긴 구간인 만큼 관할 구역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 구간

의 복원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중 복원이 된 일부구간은 복개구간을 파헤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땅에 인공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돌리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비에브르강의 복원 공사는 조성형식에 있어 차로였던 국도를 차로로4 2

줄이고 하천주변에 나무와 관목을 심어 최 한 쾌적한 자연의 모습을 갖추

었다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보.

행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천가의 문화적 유적지들과 연계시켜 교.

육코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구 신천2)



구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신천은 청계천 복원에 앞서 유지용수

를 끌어들여 도심하천의 수질개선을 이룬 사례로 많이 언급되었다 구시.

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하천으로 남쪽의 비슬산과 최정산에서 시작하여 용

계동에 이르러 팔주령 부근에서 시작하는 천과 합류 시자기를 가로질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합류된다 전체 중 강의 주류는 이며. 27 12.5 ,㎞ ㎞

강의 면적은 이다 이중 둔치의 공원조성 면적은 만 천 로 각165.3 . 41 8㎞ ㎡

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여점 종 설치돼 있고 하루평균660 (23 ) , 12

만 의 유지용수가 흐르고 있다 신천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해서는 조선t .

후기 정조 구판관 이서가 새로 놓은 물길이라는 설과 샛강이 의미와

상관없이 새 강으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

본래 아이들이 물장구치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기도 했던 신천은

년 들어 신천 상류에 가창댐이 건설되고 근 적 하수시설인 암거가1960

설치되면서 형태와 물길이 변하게 되었다 주변 소하천의 유입수가 줄어들.

고 특히 년 도심을 관통하는 부분의 소하천이 복개되면서 신천의1970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오 폐수 유입으로 자정 작용까지 상실한 죽은, ·

하천으로 변했다 이에 년 죽어가는 신천을 살리기 위한 적인. 1980

정비 사업인 신천종합개발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신천이 정비되긴.

했지만 원래의 자연형 하천이 아닌 콘크리트로 덮이고 물길이 직선화된 하

천으로 변하게 되었다.

가창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전구간에 걸쳐 하도가 정비12.4km

되고 콘크리트 호안 블록으로 제방이 쌓여졌다 또 하천 양쪽 둔치에, . 41

만 천 의 둔치가 생겼다8 .㎡

도시 하수로가 되어 수질이 현격하게 낮아 년 이1993 BOD 18.2ppm

던 신천은 년부터 생활하수의 유입을 금지하고 금호강과 신천 지산1997 ,



처리장에서 끌어올린 물을 상류에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유량을 늘리면서

관리를 지속하여 최근 그 수질을 등급까지 끌어올렸다 생태계 복원이 진2 .

행되면서 조류와 어류의 종류 및 개체수도 꾸준히 늘어 청둥오리 등 종18

의 조류와 메기 등 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

천변에는 조깅코스 및 철봉 평균 농구 등의 간단한 운동시설이· ·

마련되어 가볍게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

며 청소년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현재 구에서 신천과 금호강은 시민 휴식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수변공원을 찾는 시민이 평일 만여 명 주말에는 만여. 1 , 4

명을 웃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년 들어 개나리 등 천여. 2006 5

그루 종 의 수목과 참나리 등 만 천 여 포기의 자생식물을 식재했다(5 ) 1 7 300 .

또 건강과 운동을 위해 신천을 찾는 시민을 위해서는 평의자 등 각종 편의

및 운동시설 여점 종 을 보수 및 정비했다150 (16 ) .

년에는 컬러풀 구 페스티벌의 행사장소로 이용되어 행사의2006 ‘ ’

중심축이 되기도 했는데 특히 루미나리에 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다 수질.

정화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신천변에서는 에코 퍼포먼스가 개최된다든가 하

는 환경관련 체험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했다.

현재 구 신천에는 마라톤 클럽이 있고 크고 작은 단체들의 걷기 회,

등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외 하천4.

교외지역의 하천은 상당부분 자연 상태를 그 로 간직한 곳도 많이 있

으나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오염된 부분도 적지 않고



또 이러한 이유로 복개된 곳도 많다 최근에는 하천 정비와 생태회복에 관.

심이 늘면서 차즘 이런 상류 지천들을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사카 이마천1)

오사카시 동남부를 흐르는 급 하천으로 연장 너비 의1 4.5km, 6 24m～

하천이다 이곳에는 원래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라 홍수 때만 배수를 하게.

돼 있었다 그러다 지난 년부터는 이 하천에서 떨어진 최상류부. 1981 5km

에 있는 히라노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차 처리수를 분당 씩 이마천3 10t

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상류 주택가 인근 약 구간. 100m

에 경석이나 수목을 배치한 인공개여울과 나무다리가 있는 산책로를 만드

는 등 자연적인 이미지를 가진 하천으로 정비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이곳 친수공간은 인공개여울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동시에.

이마천 본류에도 정화용수를 공급해 실제로 하천의 유량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 양재천2)

서울시에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외에 지방 급 하천인, 1

청계천과 개의 지방하천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복개되어 시민의 삶과31 .

동떨어져 있지만 최근 도시환경 개선과 수변공간에 한 관심증 로 인해,

복원공사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강보다는 작지만 복개되지 않은 몇 개의 지류들은 하천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중랑천 탄천 홍제. , ,



천 안양천 등에서는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직장인 웰빙체조 자전거 프로, , ,

그램 인라인 강습 중랑천 자전거 타기 운동과 정화활동 카트 회 탄, ( ), , (

천 에어로빅 프로그램 조류관찰 프로그램 가족 걷기 회 구민의 날 사), , , ,

생 회 및 백일장 길거리 농구 회 안양천 마라톤 회 각종 체육시설, , ,

게이트볼 자전거 인라인 을 이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안양천 탐방코스( , , ) ,

안양천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한 행사 홍제천 홍제천은 살아있어요 등( ), ( : )

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재천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여러 개의 작은

지류들과 합류하며 여의천과 만나 북동쪽으로 흘러 탄천으로 흘러 들어간

다 양재천은 원래는 한강의 제 지류로 탄천과 합류하지 않고 바로 한강. 1

으로 흘러들어갔으나 한강개발사업과 시가지 개발로 인해 인위적으로 탄천

의 지류가 되었다 양재천은 평균하폭 이고 연장은 로. 66m 134m 15.6～ ㎞

그 규모가 꽤 크다 년까지는 도시 하수도 역할을 했던 악취가 나는. 1995

하천이었으나 년 정비계획을 세워 수년간의 정비사업을 거쳐 자연형1994

생태하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호안 및 둔치에 갈 물억새 갯버들. , ,

등을 식재함으로써 다른 생물들의 서식을 유도하고 오염물을 여과하는 역

할을 하며 유수로부터 호안을 지킬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다 시민의 하천.

이용을 위한 시설도 설치되었는데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

등 스포츠 시설과 각종운동시설 및 맨발 지압길 등 시민체육시설 물놀이,

와 쉼터 수변 무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년 월부터는 관내, . 2006 6

초등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생태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재천은 현재 주변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매우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름 물놀이장이나 산책 자전거 인라인 등 체육시설로의 이용은, ,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변무 를 활용한 공연 등과 같은 별도의 행사

는 현재 양재천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양재천은 하천폭에 비해.

주변의 도로와 하천과의 높이차가 심하고 둔치의 면적도 넓지 않다 하지.



만 양재천 주변에 양재시민의 숲과 교육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분포하고

인접한 주거단지는 자체 문화 공간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국내의 교외지역 하천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의 역할

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좋은 곳은 생태탐방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 절 소결3

수변공간은 하천과 그 주변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계절 변화와 물소리,

맑은 물로 인해 도심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과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도시 하천은 조망의 상으로써만으.

로도 가치를 지니며 시민들은 하천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하천의 경우 하천의 자연적 특성 뿐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변공간은 공간적 특징과 함께.

수변문화행태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현상을 나타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개방성 연속성 친수성 생태성 역사문화성 조형성 등으로 요약되는 수변, , , , ,

공간의 공간적 특징이 수변문화행태와 결합하면서 문화적 공간으로 변화하

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수변공간을 이용한 일련의 사례로부터 도시의 표 공간이

된 수변공간들은 도시문화의 활성화 생태공간의 회복 상업의 활성화 근, , ,

린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변공간이 이처럼 도시의 문화공간으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존재한다.



첫째 친수성과 접근성을 살리기 위해 보행 중심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

다 아무리 매력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접근이 힘들면 공간을 활용할 수 없.

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을 용.

이하게 하며 다양한 인간의 활동에 방해받지 않는 보행중심의 공간이 형성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천변 산책로는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산책로와 도시의 다른 시설들과의 접근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도시의 편의시설들과 용이하게 연결되고 있다 상점이나 음식점, .

등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금융이나 숙박 등 방문객들에게 필요한,

공간 등 편의시설들이 잘 파악되고 그것들이 수변공간과 쉽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수변공간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주변지역의 역사 문화적 장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수변, , .

공간은 분명 매력적인 장소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을

지향한다 단순히 수변공간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주변지역의.

볼거리들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과 수변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보다 매력적인 장소가 창출된다 역사 문화장소를 경험하면서 천변에서는. ,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지역과 공간에 맞는 행사나 이벤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프로비던, .

스 워터플래이스파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은 크지 않지만 물의 정

원에 불의 장식을 놓는 발상은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주변지.

역에서 수시로 열리는 문화행사도 시민들의 발걸음을 도심으로 이끄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오사카의 도톤보리천에서 열리는 축제도 지역.

의 역사성을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다섯째 수변공간의 개발이 도시의 전체적인 미래구상과 함께 다루어지,

고 있다 산업사회 이후 도심의 개발 방향은 체로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



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기존의 개발 위주의

방식은 지양되고 있다 도심 수변공간의 개발은 단지 수변 공간 자체에 국.

한되어 있지 않다 도심부 활성화 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방향을 잡.

기 위해 도시 전체의 개발 정비 계획과 함께 수변공간의 정비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변공간에서 얻을 수 없는 공간 다른 매력 요소 등을. ,

도시의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것도 수변공간의 특징을 살리는 역할을 할 것

이다 도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시설 공간 행사라면 굳이 수변공간. , ,

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은 많은 도시 계획과 수변정

비 사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

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수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도시. ,

에서 얻을 수 있는 문화적인 지원 등이 함께 했을 때 도심부 수변공간은,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문화공간으로서 수변공간의 특징과 역할[ 2-5]

수변
공간

공간적 특징 수변문화행태

•개방성
•연속성
•친수성(쾌적성)
•생태성
•역사문화성
•조형성(랜드마크)

•자연감상
•산책 및 데이트
•물놀이, 레포츠
•취미활동
•이벤트, 문화공연

수변
공간의
문화

공간화

•지속가능성의 고려
•보행중심의 공간설계
•도시편의시설과의 연계
•역사•문화자원과의 네트워크
•장소성에 기반한 행사•이벤트

수변
공간의
역할

(사례)

•도시문화 활성화
•생태공간 회복
•상업의 활성화
•근린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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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Ⅲ 청계천의 공간적 특징

제 절 청계천의 공간적 특징1

서울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청계천은 서울의 구도심을 둘

러싼 내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개의 지류가 모여 중랑천에 합류 한강으25 ,

로 흐르는 조선시대 서울의 중심 하천이었다1). 조선시대부터 하천의 준

설 등 정비가 행해지다가 년부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년 마장1955 1977

동까지의 구간이 복개되었다.

서울의 지방 급 하천이며 중랑천의 지류이기도 한 청계천의 본래 발원1

지는 경복궁 옆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이다 이 두 지천이 만나 합류하는 지.

점인 태평로 인근에서 청계천 본류가 시작된다 현재 복원된 청계천은 청.

계천 본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로 앞 동아일보와 서울 파이넨

스센터 사이에서 시작한다.

백운동천과 삼청동천 외에도 청계천의 상류지천의 상당부분은 복개되

어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도로가 되어 있어서 이번 복원공사에서 함께 복

1) 년 청계천 복원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연2003 ( ,『 』

구원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에 따르면 백운동천과 삼청동천 외, )

에 옥류누각동천 사직동천 경복궁내소 경희궁내수 대은암수 정릉동수 창동, , , , , , ,

천 회현 장흥동천 명례동천 이전동천 주자동천 필동천 묵사동천 이교물, , , , , , , ,

길 회동 제생동수 파자교수 창덕궁 북영수 안국동천 쌍이문동천 남소문동, - , , , , ,

천 초교수 안암천 석곶천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중 안암천과 석곶천을 제외, , , ,

한 하천은 모두 대문 안에 있다 한편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서4 . ]

울의 하천 에는 청계천의 지류를 흥덕동천 옥류천 북영천 원동 계생동천 삼] , , , - ,

청동천 만리뢰 대은암수 백운동천 쌍리동천 묵사동천 필동천 주자동천 남, ( ), , , , , ,

산동천 창동천 개로 정리하고 있다 년의 보고서에서는 옥류천을 이교, 14 . 2003

물길로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물길을 좀더 자세하게 구분한 차이가 있다, .



원되지 못했다 이 복개된 하천들은 도시의 하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

고 있는데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본래의 개천의 모습으로 복원하게 되,

면 상류원들의 하수가 청계천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하수관로로 모

아 복원된 청계천의 양 옆으로 흐르도록 조성하 다 대신 청계천에 흐르.

는 물은 자양취수장에서 끌어올리는 한강원수와 도심 지하철역에서 채집된

지하수 등으로 일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조선시대 도성의 하천과 청계천< 3-1>

백운동천1.

옥류 누각동천2. ,

사직동천3.

경복궁내수4.

경희궁내수5.

삼청동천6.

대은암수7.

정릉동수8.

창동천9.

회현 장흥동천10. ,

명례동천11.

이전동천12.

주자동천13.

필동천14.

묵사동천15.

이교물길16.

회동 제생동천17. ,

파자교수18.

창덕궁북영수19.

안국동천20.

쌍이문동천21.

남소문동천22.

초교수23.

무악천수24.

홍제천25.

안암천26.

석곶천27.

주 도성 안 청계천 외에 많은 상류 지천들을 나타내주는 그림 진한 부분 청계천 본: .

류이며 번이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이고 번이 안암천 성북천 이다, 1, 6 , 26 ( ) .

출처 서울시 청계천 복원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에서 재구성: ,2003, ,p.15



청계천 하류 쪽으로는 복개되지 않은 지천이 두 곳 있다 옛 서울성곽.

밖에 있는 성북천과 정릉천인데 신설동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성북,

천은 년 복개되었다가 성북구 성신여대 구간에서 대한 하천성비사업1969

이 진행 복원시범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정릉천은 현재 내부순환,

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순환도로 아래쪽으로 천변 녹지공간 조성을 계획하,

고 있다.

수변공간으로서의 물리적 특성1.

하폭과 호안의 형상1)

현재의 청계천은 하류부에서 적은 폭의 곡률을 보이지만 자연하천이

갖는 완곡이 거의 없이 직선을 형성하고 있는 직류 하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공호안이 조성되어 하도는 자연스럽게 호안으로 고정되어 있다 하폭.

도 인공적으로 호안이 조성된 구간에서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호안으로 고정된 하폭은 구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폭과 하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본다면 복개되었던 곳을 다시 복원한 복원구간 과‘ ’ ,

원래 하천으로 되어있었으나 복원과 함께 정비된 정비구간 으로 나누어‘ ’

볼 수 있으며 복원구간은 다시 다산교 이전까지의 상류부 와 다산교 이‘ ’

후 고산자교까지의 하류부 로 나눌 수 있다‘ ’ .

복원구간 상류부의 하폭은 고수부지를 포함한 양측 고수 호안까지 1

이다 복원구간 하류부는 다산교 이후의 구간으로 미터에서 점9 22m . 30～

점 그 폭이 넓어져 두물다리까지 약 정도가 되다가 고산자교 직전 갑43m



자기 넓어져 의 폭이 된다 하류부분인 고산자교 이후 즉 정비구60 70m . ,～

간인 곳은 까지 넓어지며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러서는 미110 120m 200～

터가 넘기도 한다2).

청계천의 횡단면의 경우 복원 구간인 도심구간은 복단면을 갖는 하도

로 하폭에 비해 고수호안의 높이가 매우 높고 급경사이다 둔치인 하천 양.

편에 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둔치에 차집용유지용수용 관거들1 3m ,～ ․
이 설치되어 있으며 저수호안에 수풀 등이 조성되어 있어 실제 수로의 폭,

은 정도인데 주변지면과는 가량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6 10m 4 7m .～ ～

류쪽으로 가면 하천의 폭도 넓어지고 호안의 경사가 완만하여 자연 제방

형식을 갖는 정비구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고수호안 경사는 도심부 구간에서 남측은 로 수직에 가깝고1: 0.02 ,

좌안은 청계 가부터 로 경사가 졌다 차집관거 유지용수관거2 1:0.3 0.5 . ,～

등이 호안으로 배치되면서 고수호안이 일정한 단면을 갖지 않고 계단을 형

성하는 구간이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홍수에 대비하여 여러 곳에 수문이.

배치되어 있다.

저수호안은 의 기본경사도를 가지며 내부 산책로에서 물과 연결될1:1

수 있도록 계단식 호안을 채용한 곳들이 많다 좌안의 주 산책로의 경우.

산책로를 매우 낮게 하여 수직의 옹벽형 호안을 설치해 물과의 접촉이 보

다 쉽도록 하 다 남측의 경우 수풀과 자연석이 어우러진 호안이 주로 설.

치되었으며 중간중간 계단형 호안을 설치해 친수성을 높이고 있다.

2) 하류부는 유량에 따라 하폭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다.



그림 삼일로 청계 가 청계 가 부분 단면 계획도[ 3-1] ~ 4 , 8~9 ( )

표< 3 구간별 호안 현황-2>



그림 관거들로 인해 단이 생김[ 3-2] 그림 호안벽에 설치된 수문[ 3-3]

내부 산책로와 접근용 시설2)

도심구간에서는 하도의 형상이 직선화되었기 하천이 갖는 매력이 단순

화된 모습이다 때문에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산책로를 경.

험할 수 있도록 고수부지 산책로의 폭과 높이에 변화를 주고 있다.

청계천은 계획시 주산책로는 보조 산책로의 경우 로3m, 0.9 2.5m～

계획되었다 청계광장과 이어지는 시점부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구간은 저.

수호안을 인공적 계단형으로 조성 산책로와 이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저수,

로 형상에 조형성을 곁들여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 북측 산책로의.

경우 오간수교까지 주산책로로서 그 폭이 일정하고 높이도 수면과 20cm

정도로 매우 친근하게 물과 접할 수 있는 높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남측 산책로의 경우는 그 폭과 높이에 차이를 두어 직류하천의 단조로운

수변을 걷는데 변화를 주고 있다 즉 삼일교를 지나면서 산책로가 높아지.

기도 하고 세운교 부분에서는 다시 낮고 넓어지며 오간수교 근처에서는,

저수로와의 높이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저수호안의 모습도 계단형 수풀형. , ,

자연석과 수풀형 등으로 풍부하다.

오간수교 이후의 구간에는 보조산책로인 남측 산책로는 끊어지기도 하

고 이어지기도 하는 모습이며 황학교를 지나 소망의 벽에 이르면 주 산책,



로가 남측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천과 둔치산책로의 고도차로 인해 둔치산책로 접근용 시설물이 곳곳

에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 개소 경사로 개소 비상사다리 개소가 있, 23 , 7 , 16

고 하천 내부에서도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개소 경사로가, 11 , 5

개소 있다.

오간수교까지는 하천 북측에 계단이 개소 경사로가 개소이고 남쪽5 , 2 ,

에서의 접근은 계단이 개 경사로가 개이다 상대적으로 남쪽 편에 계단9 , 1 .

이 많이 있는 셈이다 하류구간의 경우 북쪽에 계단이 개소 경사로가. 4 , 2

개소 남쪽편인 남측에 개소 경사로가 개소 존재한다, 5 , 2 .

청계천 시점부에서부터 오간수교까지의 거리가 오간수교에서2.9km,

신답철교까지의 거리가 약 인 것을 생각할 때 도심부지역은 남북을2km

합쳐 평균 마다 외곽지역은 남북을 합쳐 평균 마다 개의 계207m , 220m 1

단이 있는 셈이고 경사로의 경우는 도심부에 당 개소 외곽지역, 1,000m 1 ,

에 당 한 개소 꼴로 있어 경사로는 상대적으로 공간의 여유가 있는500m ,

외곽지역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산책로 내 징검다리 및 세월교 위치[ 3-4]

그림 내부 산책로 접근용 계단 및 경사로 위치도[ 3-5]



표 진입계단 및 비상사다리 구간별 개소< 3-3>



.



수질특성 및 생태계 현황3)

청계천의 수질 특성과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청계천에서 가능

한 친수활동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수질이 나쁘고 악취가.

나는 곳에서는 자연을 감상하고 물놀이를 한다든가 어류나 곤충채집 등의

활동을 하기 힘들다.

청계천 복원 계획시 고려한 고려한 친수활동은 곤충감상 강변놀이 관, ,

찰 산보 등인데 이에 따른 유속과 수질은 표 와 같다, , < 3-4> 3).

3) 급수는 상수원 급으로 값이 이하 용존산소량1 1 ph 6.5~8.5, BOD1 , SS 25mg/l,

이상 대장균수 이하를 말하며 급수는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7.5 , 50 , 2

처리후 사용하는 물로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이고 이하 용존산소, BOD 3 ,

량 이상 대장균수 이하를 말한다 급수는 상수원의 여과 등에 의한 강5 , 1000 . 3

이전수처리후 사용하는 물로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이며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 처리후 사용하는 물로 이하 용존산소량 이상을 말하고SS 100 , 5

대장균수 이하를 말한다5000 .



이에 따라 청계천을 흐르는 물은 지하철 지하수와 하수처리장의 처리

수 자양 취수장에서 취수한 한강원수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로 하고 유, ,

지용수의 목표 수질을 이하 이하 이상BOD 5mg/l , SS 25mg/l DO 5mg/l ,

대장균수 이하를 목표수질로 잡았다 이는 만 급수에서 급수1000 . BOS 2 3

사이의 수치이고 나머지는 급수 이상의 수질이 된다 현재 우천 등의 기2 .

후 향이 수질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급수의 수질을1 2～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자연상태에서는 하천이 직류하도라고 해서 물이 곧게 흐르는 것은 아

니며 자연적으로 풀 이 생기게 된다 양측에 번갈아 생기는 풀로 인(pool) .

해 하천이 점점 구불구불해지게 되는데 풀과 풀 사이에 수심이 얕은 곳은,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 형성된다 청계천은 호안을 인공적으로 조성.

했기 때문에 풀은 생기기 어렵지만 복원하면서 군데군데 여울을 조성해놓,

아 유속을 조절하고 하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유량과 수질을 바탕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청계천은 생

태학습장이 되고 있다 복원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태계가 차츰 안정화.

되고 있는데 생태적 특성은 주로 하류부 구간에서 나타난다 특히 각 지, .

방에서 제공된 지방 특산품으로 충주 사과나무길 상주 감나무식재지 하, ,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 2006,

구, p.328~333.

표 친수활동에 따른 수질< 3-4>

친수활동 종류 유속 수질

곤충감상 01.~0.3m/s 급수1

강변놀이 0.3m/s 급수2 ph6.5~8.5

관찰 0.3m/s 급수3

산보 0.3m/s 급수3



동 매실거리 담양 대나무길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수크령 야생화 머, . , ,

루 버드나무 등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철새들의 서식지도, ,

늘고 있다 수중 생물인 물고기 가재 긴몰개와 납지리 등이 있으며 고산. , ,

자교 아래로는 가재 다슬기를 볼 수 있다, .

표 청계천 복원 전후 동식물 현황< 3-5>

복원전 년(2003 ) 년2005 년2006

식물상 62 156 229

어류 4 15 23

조류 6 34 30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5 22 39

육상곤충 15 84 45

포유류 2 3 3

양서 파충류, 4 2 7

합 98 종98 종346

출처 서울시설관리공단 복원 주년 기념 보도자료: 1 (2006.9)

산책로 주변 경관 특징4)

청계천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고 복개된 상태에서 도심부가 성장

했기 때문에 경관이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시점부에는 고층의 빌딩.

숲이 청계천과 바로 면한 도로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삼일교를 지난 구간.

부터는 도로 주변에 낮은 건물들이 위치하며 동대문 시장주변으로 판상형

의 긴 건물들이 위치한다.

도심구간의 경관적 특징은 자연의 변화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시점부의 경우 내부 둔치에서도 주변 빌딩들을 인지할

수 있으나 고층건물군으로 인한 과도한 음 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광장 부근의 건물들은 저층부의 경관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삼일교. ,

와 한화빌딩의 경우 주변 건물들이 저층이고 둔치에서 보았을 때 고층부가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기도 하다.

삼일교 이후는 저층의 건물이 주변에 있는 경우 둔치와의 높이차로 인

해 경관의 인식이 힘든 편이다 때문에 정돈되지 않은 주변경관을 인식하.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둔치 내에서 도시와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동대문.

시장 일대는 장방형 건물이 줄지어 있어서 또 다른 벽을 이루어 청계천 산

책로에 있는 사람들은 호안석축 뒤로 다시 도시 건물 벽으로 둘러싸인 느

낌을 받게 된다 남측의 평화시장 건물의 경우 건물이 노후하 으나 입면.

은 대체로 정돈되어 통일된 인상을 준다 오간수교 이후로 창신동 신발상.

가의 경우도 건물 자체는 낡았어도 배치와 규모가 일정하여 도시 경관에서

는 통일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류부로 가면 하천 폭이 넓어지고 주변 건물들에 대한 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로인해 둔치 내에서 느끼는 개방감은 커지고 자연적 느낌.

도 강해진다 신답철교를 지난 구간에는 좌측으로 지하철 차량기지와 분리.

시키는 긴 벽이 있고 둔치가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우측으로는 지형적으,

로 경사지대라 큼직한 학교건물들이 보인다 중랑천 합류지대는 거대한 강.

의 느낌도 준다.

경관적 특징은 특히 주변지역의 용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도심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고려하 을 때 청계천의 경관적 특징이 더욱 부,

각될 수 있다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청계천을 도심속 계곡. 5)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 하천이 갖는 개방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

5) 국민일보 년 월 일자2006 8 1



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며 청계천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도심부의 경관도 산,

업화 이후 도시의 모습이 대부분이며 유래 깊은 도시의 하천으로서 갖는

역사적 경관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복원구간 상류부 고층빌딩 음영구간:① 삼일교 이하 저층 빌딩으로 하천둔:②

치와 시각적 연결성이 떨어짐

오간수교 안쪽 도심부 장방형 건물:③

들로 둘러싸여 위요감이 높은 경관

창신동일대 건물들은 낡았으나 일:④

관성 있는 도시경관 연출

복원구간 하류 시원한 개방감을 느:⑤

낄 수 있음

정비구간 녹지 등 자연생태계의 모:⑥

습을 가장 잘 갖추고 있음



도심공간으로서의 특징2.

청계천 주변부 용도 및 공간 활용 현황1)

과거 청계천이 사대문 안을 흐르는 중심하천이었고 현재에도 강북 구

도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부는 시간적 기능적으로 중, ,

첩된 다양하고 복잡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다.

청계천 시점부 주변은 대규모 블록의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1980

년대 이후 재개발된 건물들이 큰길가에 위치하며 안쪽으로는 아직 개발되

지 못한 구시가지 형식의 가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조선시대 가장 통행이.

빈번했던 남대문로 주변은 예부터 민족자본 계열인 천일은행이 위치하 던

지역으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구 조흥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 및 보험관, ( ),

련 업종이 들어서 있다 삼각동의 블록 안쪽으로는 인쇄소 판촉물 제작소. , ,

음식점 등이 있는데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재개발이 가속화되어 과거의 업

종이나 건물들은 사라지고 있다 종로와 연결된 북쪽블록은 관철동으로 근.

대에 정비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저층부에는 음식점들이 고층부에,

는 유학원이나 어학원들이 다수 위치해 젊은이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다.

보행자 중심의 젊음의 거리가 조성되어 블록내부 보행자를 청계천과 자연

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과거 청계고가와 함께 삼일고가는 청계천 주변지역의 시각적 단절 뿐

아니라 지역 경제적 단절도 만들어내어 삼일고가 이후로는 산업화 이전의

도시 구조를 갖는 낮은 건물들 낙후된 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청계, .

천에 흐르는 물을 관망하던 의미가 있는 관수교가 위치한 관수동은 1960

년대 중반 이후 종로쪽으로 들어선 학원가와 유흥지 블록 안쪽으로는 산,

업관련 소규모 점포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청계천 남쪽 블록인 수표동은,

산업관련 소규모 점포들이 주를 이룬다.



그림 청계천 주변 토지이용 현황도[ 3-18]

세운상가 방산시장 광장시장 동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구간 일대는, , , 2

도소매 판매시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세운상가 주변은 재개발 예정지역으.

로 현재는 낡은 건물과 밀집된 소규모 공장 및 서비스업 도매업 등이 있,

다 특히 청계천 주변으로는 조명상가 전자상가 등 전문상가가 밀집되어. ,

있어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광장시장 방산시장은 재래시장. ,

이라는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도로변은 시장점포의 물건들과

운반용 장비들이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동대문시장의 경우는 도소매점포.

가 주류를 이루며 블록 안쪽으로는 원단염색 부속품들을 제작하는 공장들,

이 있어 점포들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황학동 지역은 현재 재개발로 부산스러운 지역이다 과거 삼일 아파트.

저층부가 남아 있는 곳에는 기존 상점들이 업중이다 현재 공사중인 아.

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주거지역의 성격이 강해져 블록 성격의 변화가 예

상된다.

하류구간으로 갈수록 주거시설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지역 곳곳에 업무,

시설과 공장 등 소규모 산업시설도 적지 않다 도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이나 서비스 관계 업종 보다는 지역산업에 가까운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등이 위치해 있어 대도시의 중심의 성격보다는 변두리 성격을 보인

다 중랑천과 합류되는 곳에 이르면 지하철 차량기지가 있어 조금은 황량.

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주변의 도시 경관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청계천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열린 공간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로서는 청계천과.

직접적으로 면한 대규모 공원은 없다 다만 무교동과 다동 서린동 일대가. ,

재개발되면서 필지별 공원면적을 확보하여 청계천변의 공원을 형성하고 있

다.

그림 청계천 주변 오픈스페이스 현황도[ 3-19]

청계천 주변지역을 주요 간선도로를 경계로 보았을 때 훈련원공원 동, ,

묘공원 우산각공원 등이 있으나 청계천과 무관하게 산재되어 있고 역사, ,

깊고 유명한 파고다 공원 종묘 공원 등은 간선도로 외곽에 위치해 청계천,

과의 연결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최근에 조성된 서울공원이 세.

종로와 태평로라는 큰 흐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청계광장과 연결된 공간으

로 작동하고 있다 즉 최근 대규모의 재개발에 의해 형성된 일부 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원이 청계천과 무관한 상황이고 특히 구조직을 가,

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픈스페이스를 찾아볼 수 없다.

주변부의 문화적 여건2)

광장 및 시점 주변부 다동 무교동 지역 및 관철동 삼각동 지역(1) - , ,

도심부 중에서도 중요기관들이 있는 핵심지역이므로 문화 관광 자원들

이 풍부한 곳이며 청계천도 청계광장을 통해 가장 많은 시민들을 수용하,

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다동 무교동 지역은 금융서비스업과 주요 언론기관,

이 집중되어 도심중심업무지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관광인프라라.

고 할 수 있는 호텔들도 근거리에 위치하여 서울도심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게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주변의 문화행사로는 다동문화축제가 있다 또한 이름만으로도 유명.

한 무교동 낙지 의 무교동이 위치하고 있어 음식사업이 특화를 이루는‘ ’

곳이다 기존에는 도심 업무시설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한 업행태가 일반.

적이었으나 청계천에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언론기관과 공사 등이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한국관광공사 자

료실 서울갤러리 동아일보사의 자료실과 구 동아일보 사옥인 일민 미술, ,

관 등이 있다 또한 도심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서울시청 미문화원 등의. ,

근대건축물과 광통교 등과 같은 유적이 있다 현재 광통교는 복원되어 청.

계천을 건너는 다리이기도 하고 각종 행사가 열리는 장이기도 하다.

관철동은 젊음의 거리로 조성돼 차 없는 거리로 유지되고 있다 이 지.



역은 학원 유학원 등이 많아 젊은층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이며 종로와, ,

연결되어 장년층의 이용도 활발하다 이곳에는 청계천과 바로 이어지는 피.

아노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종로쪽으로는 보신각이 있는데 최근 보신각 주

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연말이면 이곳에서 타종행사가 있어 시.

민들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시설로서는 코아아트홀이 오랫동안 관철동 내부의 영화관람객을

지원했으나 최근 문을 닫았으며 가 쪽으로 씨네코어가 청계천과 연결되2

기 좋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을지서적 영풍문고 등 대규모 서점이 위치. ,

해 있어 관련된 문화행사 저자와의 만남 서적 장터 를 벌이기도 한다( , ) .

표 구간 문화자원 분포현황< 3-6> 1

문화행사 다동문화축제 타종행사: ,▷

명소거리 무동낙지골목 젊음의거리 피아노거리; , ,▷

문화시설 :▷

동아일보 자료실,

일민미술관,

국토통일원북한자료

센터 산업은행자료실, ,

한국관공공사자료실,

씨네프라자,

영풍문고 을지서적, ,

두산그룹자료실,

서울갤러리,

문화유적 서울시청 미문화원 보신각 광통교: , , ,▷

관광인프라 뉴국제호텔 프레스센터: , ,▷



구간 세운상가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지역(2) 2 - ,

세운상가지역은 현재 소규모 도심산업 소도매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

역이다 이 자체가 서울 도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문화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구조직이 갖는 낮은 토지이용률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정비를 요하는 이 지역은 변화의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

다 세운상가 주변은 이미 재개발 계획이 잡혀있고 강북 녹지축을 연결하.

게끔 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 지역은 도심산업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주교동 재봉틀상가나.

소방기구상가 을지로와 수표동이 연결되는 도기타일상가 청계천 조명상, ,

가 등이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며 특히 예지동 귀금속 카메라상가 등은, ,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다 또한 방산시장과 광장시장 동대문시. ,

장과 평화시장 등 각종 재래시장들도 청계천과 연결된 중요한 지점에 위치

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지역이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청계천과 연결되려,

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동대문시장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각종.

의류 패션과 관계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 뿐 아니라 관, ,

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 반면 광장시장이나 방산시장 등 재래시장

은 시장의 기능만 하고 있다 즉 이 구간과 면한 지역은 경제활동에 집중.

하는 지역이라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를 찾기는 힘들고 공간적으로도 여유

가 없어 열린 휴게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종로 가와 충무로를 잇는 곳은 직접 면하지는 않지만 화의 거리 조3

성이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이 진행되고 활성화되면 관수교 일대가 많은 변.

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표 구간의 문화자원 현황< 3-7> 2

명소거리 시장 세운상가 주교동재봉틀상가 소방기구상가 을/ : , , ,▷
지로건자재상가 청계천조명상가 수표동도기타일상가 광장시장, , ,
방산시장 공구상가 시계귀금속상가 카메라상가, , , ,

문화시설:▷
서울시네마타운,
바다극장,
백마갤러리,

관광인프라 센트럴호텔 코리아호텔: , ,▷

구간 동대문패션타운 및 황학동 왕십리 뉴타운 지역(3) 3 - ,

구간인 오간수교와 고산자교 사이의 주변지역은 흥인시장 평화시장3 ,

등 도매상가와 신흥대규모 소매상들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며 변화의 가,

능성 또한 많은 지역이다 이미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역.

특색을 활용한 관광지역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세운상가 지역처럼 전.

문상가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을지로 가까이 충무아트홀이 있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황학동의 경우도 골동품 상가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청계고가 철거 이

후 주춤했던 소비자들을 다시 모으고 있다.

주거지와 산업지가 공존하는 신설동이나 숭인동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시설은 부족한 편이며 산업지가 공존함으

로 인해 주거 환경도 좋지 않은 편이다.

청계천 복원 이후 청계천변에 청계천문화관이 설립되어 청계천과 관련

된 전시와 공연 연주회 등이 열리고 있어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를 위한,

시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표 구간의 문화자원 현황< 3-8> 3

문화행사 패션쇼:▷

명소거리 동대문신발도매상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조류: , ,▷ ․
관상어상가 비디오거리 황학동도깨비시장 신설동종합시장 창, , , ,

신동완구도매상가,

문화유적:▷

한성철도공사건물,

동묘

문화시설:▷

충무아트홀,

황학시네마라인,

성동영화관,

청계천문화관

관광인프라 이스턴관광호텔 삼호관광호텔- ,▷



구간 마장동 사근동 답십리 왕십리 지역(4) 4 - , , ,

마장동 지역은 축산물가공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각종 도소매 축산시장.

들이 운 중이며 근처에는 육류를 주로하는 음식점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

다 과거 도매 중심의 업장들은 최근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소매업을 겸하기도 하고 이 지역의 축산물 축제도 생겨났다, .

그 외 지역문화유적과 관련된 문화행사가 있는데 답십리 장령단제 남,

이장군 사당에 올리는 지역 제례행사 등이 청계천 하류 지역 주변에서 열

리고 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에서 각각 운 하는 구민의 날 행사도 청계천 하류

부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 운 하는 청계천시민걷기대회 등도,

고산자교에서 서울숲까지 이르는 구간에서 열리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중랑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한양대학교가 주민들

을 위한 문화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살곶이 다리 주변에 살곶이 체.

육공원과 자동차극장 등도 있다 주거지 중심지라 호텔 등의 관광인프라는.

없는 실정이다.

청계천 하류부는 복개가 되지 않았던 곳으로 청계천 복원공사와 더불

어 하천의 정비가 이루어져 생태환경의 회복이 가장 빠른 지역이다 그러.

나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은 복원 구간에 비해 좋지 않고 주변 지역 역시 도

심부의 특징보다는 변두리 주거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시민을 위한 공

간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표 구간의 문화자원 현황< 3-9> 4

문화행사 답십리장령단제 남이장군제례 마장동축산물 축제: , , ,▷

동대문구민의날 성동구민의날 청계천시민걷기대회, ,

명소거리 시장 답십리고미술거리 마장동축산물시장/ : ,▷

문화시설:▷

한양대박물관,

살곶이자동차극장,

살곶이체육공원

청계천으로의 접근성3)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1)

청계천은 복원계획 당시 청계고가의 철거로 인해 많은 교통혼잡을 야

기할 것이 우려되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청계천 복원 공사 이전부.

터 대중교통의 개편과 버스노선의 정비 버스와 지하철과의 연계 등이 이,

루어졌다 청계천과 직접적으로 면한 도로는 현재 청계천 북측과 남측으로.

일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도로를 지나는 대중교통편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보행거리상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한블록 정도 확장해 보.



았을 때 버스 노선이 많은 종로와 을지로가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지나고 있고 지하철도 도심 순환선인 호선과 호선이 통과하고 있, 2 3, 4, 5

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점부인 청계광장은 현 서울도심의 남북중심가로라 할 수 있는

태평로와 면해있어 세종로에서의 접근도 용이하다.

반면 하류구간의 경우 주거 중심 지역이므로 천변으로 가까운 지하철

역도 적고 가까운 역일지라도 이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하철. 2

호선의 경우 용두 신답 용답역 등이 있으나 자주 운행하는 선로가 아니, , ,

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용답에서 신답에 이르는 구간은

천변을 따라 지상으로 철로가 놓여있는 구간이라 주변지역에서 천변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한 마장역에서 청계천까지의 보행로는 환경이 썩 좋.

지 않은 편이다 버스 정류장도 도심구간에 비해 배치간격이 넓고 운행하.

는 노선도 적다.

청계천에 바로 면한 도로를 블록 이상 지나는 노선은 현재로서는 개3 2

밖에 없다 과거 서울시에서 운행하던 순환선인 노란색 버스가 청계천 복.

원구간 일대를 순환했으나 현재는 운행되지 않으며 대신 청계천 주변을 순

환하며 관광안내를 하는 청계천 관광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림 청계천 주변 지하철 노선도[ 3-20]



그림 청계천 주변 버스 정류장 위치도[ 3-21]

그림 번 간선버스의 운행로[ 3-22] 202 그림 번 간선버스의 운행로[ 3-23] 163

그림 과거 운행되었던 노란색[ 3-24]

순환버스 노선도와 관광버스 노선도

주차장 시설(2)

도심부에 위치한 청계천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은 좋은 편이지만

자가용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위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놓았지만 청계천과 인

접한 무료 주차시설은 거의 없다 멀리 떨어진 공 주차장이나 주변 건물.

의 부설 주차장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그림 청계천 주변의 주차장 위치도[ 3-25]

주변지역 변화 양상4)

주상복합시설의 건설(1)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기대 중 하나는 강북 도심의 부흥이었다 실제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청계천 주변 지역은 개발 사

업이 활발하게 되었다.

천변에서 가장 큰 변화의 움직임은 주상복합시설의 건설이다 서울시는.

복원 공사 이전에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심부에 많은 주상복합시

설을 지원했는데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청계천변도 개발의 대상이 되

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황학동 지역의 주상복합개발인데 황학동 지역.

이 재개발 부지로 지정된 것은 년으로 매우 이른 시기 다 년1984 . 1993

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재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년까지 층짜리1999 35

초대형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업체의

부도로 중단되고 년에 이르러 롯데건설이 바톤을 이어받아 진행을 하2000

게 되었다.

황학동 삼일 아파트의 재개발은 청계천 복원과 관계없이 시작된 것일

수 있으나 공사기간을 지나고 분양의 시점이 청계천 복원 이후가 되자 청

계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6).



현재 공사 중인 대성 스카이렉스는 청계천 조망을 장점으로 내세운 청,

계천 복원이 직접적 향을 미쳐 개발하게 된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이렉스는 청계천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음과 도심 속.

쉼터인 청계천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는 것을 청계천 프리미엄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카이렉스 은 신설동 황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며 스카. 1 ,

이렉스 는 용두동 무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다2 .

그림 롯데캐슬 조감도[ 3-26] 그림 공사중인 황학동 롯데캐슬[ 3-27]

6) 년 월 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는 청계천 복2006 6 22

원 공사로 인해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이 관심을 받았다.

분양 시작 후 채 몇 달이 안 되어 모든 평수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그림 대성스카이렉스 조감도[ 3-28] 1 그림 대성스카이렉스 공사현황[ 3-29] 1

그림 대성스카이렉스 조감도[ 3-30] 2 그림 대성스카이렉스 공사현황[ 3-31] 2

재개발 움직임(2)

청계천 복원을 통한 도심재정비와 함께 재개발의 움직임도 빨라졌는데

특히 을지로 가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띈다 청계고가로 인해 지지부진했던2 .

재개발 사업은 청계천복원과 함께 주변지역의 정비가 행해지면서 자연스럽

게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실제로 장교동 지역은 년대 이미 재개발이. 1980

이루어졌으나 수하동 지역은 재개발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도.

심부 발전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제 금융 상가의 기능을 갖춘 도심부,



시설로 되어 있는데 청계천 복원으로 재개발이 급물살을 타면서 개발 이,

권과 관련된 많은 잡음을 발생시키기도 했었다 현재는 상가 오피스 호. , ,

텔 주거가 들어가는 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다, 34 .

이미 공개적인 설계경기를 했던 세운상가 구역도 구체적인 설계안이

잡혀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림 세운상가주변개발계획[ 3-32] 그림 예지동개발안[ 3-33]

이렇게 신축중이거나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물들은 도심환경을 고려,

도심산업에 맞는 용도로서 상가나 금융 호텔 등과 주거의 기능을 함께한,

복합 용도의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심 상권의 변화(3)

청계천으로 시민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주변지역에는 신축 재개발 외의

또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기존 업체들이 카페나 레스토랑 등 소.

비와 서비스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청계광장과 면한 청계.

천 번지 빌딩의 하단부는 웰빙 음료와 패스트푸드를 파는 가게들이 점유11

하고 있으며 신축된 건물에도 청계천을 조망하기 위한 커피숍들이 들어서,



기도 했다 유명 고급 가족레스토랑들도 청계천변에 입지해 있다. .

기존 도심부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이 심했던 곳으로 특히

전문상가들이 위치하는 삼일교 이후에서 광장시장 이전까지의 구간은 보행

자는 물론 차량의 통행도 뜸했던 곳이다 청계천 복원 이후 야간 방문객들.

이 많아지면서 이런 곳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업을,

하는 점포도 있고 주변 상가들을 대상으로 장사했으리라 여겨지는 담배가,

게 같은 곳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 다 축제.

기간 중에는 이 주변으로는 식료품 가게도 거의 없는 것에 착안 노점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반 하는 것으로 변하기 힘든 물리

적 공간형태에 비해 대응이 빠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림 광장앞 패스트푸드점[ 3-34] 그림 광장앞 웰빙음료점[ 3-35]



그림 수표교인근 영업중인 점포[ 3-36] 그림 수표교부근 담배가게[ 3-37]

제 절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2

하천 내 인프라1.

청계광장 각종 행사와 문화의 중심인 도심 광장1) :

청계광장은 복원된 청계천의 시점부에 해당하는 동아일보 사옥과 파이

낸스빌딩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은 현재 전체 청계천의 모습을 으로. 1/100

축소해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 청계 미니어처가 조성되어 있고 이 물,

줄기가 광장의 분수와 이어져 폭포수를 이루며 청계천 본류로 떨어지는 형

태를 하고 있다 광장과 바로 이어지는 광장분수는 청계광장을 찾은 시민.

들에게 벤치 겸 아이들의 물놀이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본류의 시작.

점이라 할 수 있는 폭포가 떨어지는 양측 수변공간은 도 모형을 한 팔석8

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복원 주년을 기념하여 청계광장 태평로 쪽에 조각가 올덴버1

그의 이라는 작품이 설치되어 도심에서 청계광장의 위치를 더욱“spring”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앞서 기대되었던 청계천의 역할 중 하나는 도심

시민 문화 활성화 공간인데 이미 빽빽하게 자리잡은 도심부 복원 하천의

특성상 청계천과 연결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모일 수 있는 빈공간은

찾기 힘들다 때문에 청계광장은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대표광장이 되.

었다.

면적 약 의 청계광장은 주변 서울광장에 비해 그 규모는2,200 1/6㎡

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원한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매력

이 되어 서울광장 못지않게 많은 행사들이 유치되고 있다 특히 폭포 분. ,

수와 어우러진 야간 조명은 서울 도심의 야간관광객들을 위한 화려한 볼거

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공간 서울광장 청계광장 수변무대 의. ( , , )

경우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연 음악제 등 을 추진하고 산책( )

로나 인도교 같은 소규모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거리공연을 추진하도록 하

고 있다.

교량2)

앞서 언급되었듯이 수변공간과 부대시설들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작용

할 수 있다 특히 청계천에 놓인 다리들은 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지역간을.



연결하는 역할과 더불어 이름과 형식 놓인 위치에 따라 역사적인 성격과,

지역의 의미를 상징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다리는 시민들이 다양한 볼거.

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청계천에 새로 놓인 개의 다리 중 폭이 가장 넓은 것은 오간수교로22

그 폭이 에 달하며 가장 좁은 곳은 보도교인 나래교로 이다 오간60m 6m .

수교의 경우 그 폭은 넓지만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잔디를 깔아 복잡한 차,

도와 인도를 분리시키고 있으며 차량통행도 많아 다리에서의 공연이나 전

시는 사실상 어렵다 오간수교 부근은 청계광장 다음으로 사람들이 운집하.

기 좋은 장소이다 이를 위해 청계천 내부로는 천변에 수변무대와 문화의.

벽을 조성하여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나래교의 경우 폭은 작지만.

보행자 전용 다리이기 때문에 거리의 악사 와 같은 소규모 공연은(busker)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리 길이로는 복원 구간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고산자교가 로 가장 길며 청계천 시작점인 모전교가 로 가장88m , 19.5m

짧다 모전교와 광통교와 장통교 수표교 마전교 도교 등은 복개 이전. , , ,

청계천에 있던 다리의 이름이며 이 중 광통교와 수표교는 옛 다리 모양을,

살려 복원해서 청계천에서의 역사적 측면의 복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역사성이 강조된 구간에는 옛 다리가 놓 던 곳에 같은 이름으로 복1

원된 다리들이 많다 모전교 광교 장통교가 그것이고 그 형식도 전통적. , , ,

인 모양을 따랐다 특히 광교는 조선시대 조성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 다 그러나 원형 그대로의 복원은 쉽지 않아서 현재 광통.

교의 경우 넓어진 청계천 폭으로 인해 남쪽에 변형된 데크를 둔 형식으로

축소 복원 되었다 본래 광통교가 있던 자리에는 광교라는 이름으로 큰 다.

리를 놓아 차량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구간에서 역사적 의미를 띠고 있는 다리는 수표교 관수교 마전교2 , , ,

오간수교이나 대체로 그 이름만 따왔을 뿐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교량의 모습을 하고 있다 수표교의 경우 본래의 수표교는 장춘단 공원에.



위치하며 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임시 보

도교가 놓여있는 상태이다 오간수교의 경우 동대문과 연계한 성곽복원을.

염두에 두어 성곽 모양의 난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전통적인 형식을 계승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간의 경우 도심산업이 매우 밀집된 곳으로 그만큼 통행량도 많지2 ,

만 주변 블록들은 불규칙한 옛 조직의 모습을 띤 곳이 많다 광장시장 방. ,

산시장 동대문시장 평화시장 등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블록 내부의 도, ,

로폭도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나래교와 새벽다리 등 보행자 전용의 다.

리가 이러한 지역에 놓여져 있다.

구간에는 총 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중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다리3 8 ,

는 도교이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전설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동대문에서. ,

왕십리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이기도 했다 경복궁 열주를 모티브로 삼아.

열주의 형태를 만들어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하나7) 다리 자체의

역사성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구간의 경우 교량 형식에 있어 역사성. 3 ,

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개념을 나타내고자 하 는데 그 예가 아치형 난간,

을 갖는 맑은내다리 비우당교 사장교 형식의 다산교 두물다리 등이다, , , .

그러나 각각의 의미를 너무 강조한 탓인지 전체 다리들의 통일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다리들은 청계천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

계천 내부 산책로에서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현재 다리의 형식과 이름이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

아야할 것이다.

7)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제 공구 실시설계 설계보고, 2003, 2

서 p.95.



표 청계천 다리 음영부분은 보행자 전용다리로 공연 장소 가능성이 있음< 3-10> ,

이
름

제원 현황사진
다리형태의

특징
공연장소
가능성

모
전
교

폭
27.5m
연장

19.5m

전통 대청양식
도입 아치교
차도교 평지형;

,
보도부;

완만한 아치형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광
통
교

폭
14.4m,
연장

23.8m

원 광통교
복원

정월 대보름
답교 놀이( )踏橋
를 하던 곳
현재 3*7m

규모의
작은 무대 가능

광
교

폭
45.5m
연장

23.3~35.
7m

단순한 현대식
이미지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장
통
교

폭 11.8m
연장
22m

전통적 형식의
돌다리

약10*15m
명1500

수용가능

삼
일
교

폭
43.5m,
연장

22.6m

현대적 형식
차도교 가운데

조형물

다리 위: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다리 아래
수변계단:

단20M*8 =
약 명300
수용가능

수

폭
8m,
연장

전통적형식
원 수표교(
복원 예정)

임시보도교로
설치됨

정도busker



표
교 25.7m

공연가능

관
수
교

폭
25.5m
연장

22.5m

보행자측에
천막형 구조물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세
운
교

폭
50m,
연장

22.1m
차량유턴
가능

보행용 도로가
광장처럼 넓게
되어 있음.

으로20m*20m
약 명300
수용가능

배
오
개
다
리

폭
25.5m,
연장

23.4m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다리 아래
의5*27m

통로 무대로(
이용가능?)
건너편

단으로30m*8
명500

수용가능

새
벽
다
리

폭
10m,
연장

23.2m

시장 천막의
이미지를

막구조로 표현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거리의 악사
정도(busker)

공연 가능

마 폭 전통문살모양 차량통행으로



전
교

40.5m,
연장

21.6m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의 조명과
청동말 상( )馬

배치
공연 불가

나
래
교

폭 6.0m,
연장

22.8m
보행자(
전용)

나래짓이미지
화 차원3
아치와

케이블구조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거리의 악사
정도(busker)

공연 가능

버
들
다
리

폭
17.0m,
연장

23.3m

사교에 따른
보행자 동선을
위해 차보도
분리 파골라
설치로 도심
속의 정원

연출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오
간
수
교

폭
59.9m,
연장

22.9m

사각지대의
공간을 녹지로
조성 동대문과.
연계한 옛

성곽형태 복원

의8*25m
수변무대

의80*90
스탠드로

명 정도1,000
수용가능

맑
은
내
다
리

폭
13.5m,
연장

26.3m

아치구조와
크로스
케이블로
조성.

나래교와(
유사)

보행자
전용다리로

등의busker
공연 가능

다
산
교

폭
44.4m,
연장
29.6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사장교의
주탑을

풀잎모양으로
형상화

다리 아래
단의40m*10

스탠드
물길무대

으로45*40
명 정도1000

수용가능



영
도
교

폭
26.2m,
연장

30.1m

과거 통행에는
중요한 길이나
현재 역사성은

없음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황
학
교

폭
30.6m,
연장

45.0m

보행자 구간에
구조물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비
우
당
교

폭
26.5m,
연장

44.5m

뉴타운과
이어지는
다리이나
접근성은
떨어짐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무
학
교

폭
34.8m,
연장

43.6m

트러스구조물
차량통행으로
공연 불가

두
물
다
리

폭
34.8m,
연장

43.8m
보행자(
전용)

두 길이
이어지는

독특한 형태의
다리

보행자
전용다리로
거리의

악사(busker)
등의 공연

가능,

고
산
자
교

폭
43.2m,
연장

88.0m

차도폭이 매우
넓고

차량통행도
많음 반면,

보행자는 적어
다리 위 활용

부적절

주 음영표시가 된 다리는 보행자전용 다리임:



호안시설 및 기타 공간3)

청계천 저수 호안 곳곳에는 친수활동과 수변 조망을 위한 수변 데크가

조성되어 있다 천변 보행로와 이어진 데크도 있는데 이것이 주로 조망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저수호안에 위치한 수변데크는 친수활동의 목적에

가깝다 청계천 저수로 폭을 고려할 때 도심부 구간은 데크의 규모도 작고.

그에 따라 활용의 폭도 적으나 하류구간의 데크는 자연자원과 더불어 이용

하면 공간감을 풍요롭게 하는 시설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둔치 내에 설.

치된 수변데크는 삼일교 부근과 오간수교 부근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오간,

수교 부근의 수변데크에서는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근처 분수와 함께

물을 만져보는 등 물놀이를 하기도 한다.

또 수변에 위치한 계단형 호안과 연계하여 무대가 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계단형 호안은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책로에서 벗어.

나 계단에 앉아 물을 바라보거나 담소를 나누는 장소인 것이다 계단형 호.

안 중에는 징검다리와 이어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리 밑

등 넓은 구간에 계단형 호안이 설치된 경우 휴식처로의 이용이 높으며 건,

너편 산책로를 무대 등으로 이용하면 계단형 호안은 일종의 객석으로 이용

될 수 있다 다리 밑 외에 오간수교 주변으로는 넓은 구간의 계단형 호안.

이 조성되어 있다.

호안 장식벽은 청계천 내부의 관람 포인트가 된다 좁고. 깊은 단면으로

인해 넓은 호안석축을 갖게 된 청계천은 호안면을 이용한 장식벽들이 특색

있게 자리하고 있다 장통교 좌우의 정조반차도 버들다리와 오간수교 사. ,

이의 문화의 벽 맑은내다리의 색동벽 그리고 황학교 아래 하천 양안의, ,

소망의 벽 등이 그것이다 정조반차도는 명의 수행원과 필의. 1,779 779

말이 호위하는 어가 행진의 모습을 담은 도자벽화로 그 규모가 폭, 2.4m,

길이 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림을 인식하기는 힘들며 행차를192m



따라 걸어가면서 감상하게끔 되어 있다 규모가 매우 장대하여 건너편 산.

책로나 천변 보행로에서 감상하는 편이 더 수월하다.

동대문 패션타운과 이어지는 오간수교와 맑은내다리 주변의 문화의 벽

은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현대 미술가 인의 작품들로 만들어져 각각5 (ᆞ

가로 세로 패션광장 하천분수와 함께 주변 지역의 특색을10m, 2.5m) ,

살리고 있다 오간수교 주변으로는 색동의 오색을 기조로 한국의 빛깔과.

숨결 혼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색동벽이 있다 가로 세로· . 18m,

크기로 설치된 색동벽은 주변 의류시장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1.5m

다.

상대적으로 도심부에 비해 주변 볼거리가 부족한 구간에는 소망의 벽3

을 설치했다 소망의 벽은 조성 당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다 보니 시민들에게 친근한 느낌과 청계천에 대한 주인의

식을 갖게 하는 시설물이다 또한 작은 그림들의 총합으로 존재하는 소망.

의 벽은 멀리서 보아야 그림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정조 반차도와 또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 구간에는 호안 장식벽은 아니지만 청계천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빨래터 존치교각도 자리하고 있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

구간의 경우 복원구간이 아니고 자연형 둔치이기 때문에 석축이라 불4

릴만한 곳이 없다 또 서울시지하철차량기지와 중랑천 하수처리장까지 이.

어지는 부분이 거대한 벽으로 콘크리트 장막이 쳐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움

을 남기고 있다 구간의 경우 자연 생태학습을 위주로 가꾸어지고 있다. 4 , .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증물과 자연 자원이 많은 곳이지만 문화적 인프라는

거의 없는 편이다.



표 호안석축장식물과 기타시설< 3-11>

전
체

구간1 (0.9km)
청계광장 삼일교( ~ )

구간2 (2.0km)
삼일교 오간수교( ~ )

구간3 (2.5km)
오간수교 고산자교( ~ )

구간4 (2.5km)
고산자교 합류부( ~ )

호
안
석
축
장
식
물

개5
소

정조반차도

워터스크린

문화의 벽

색동벽

소망의 벽 북측( )

소망의 벽 남측( )

기
타
시
설

개3
소

청계천 빨래터

존치교각

버들습지

홍보 전략2.

서울시는 청계고가 철거와 청계천 복원을 위해 사업시작 이전부터 홍

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청계천 홍보전략은 복원 전 공사 중. , ,

그리고 복원 후가 각기 다르게 진행됐다.

복원 전에는 복원에 대한 여론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

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가며 복원이 가져올 긍정적,



성과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 공사 중에는 고가 철거의 기술과 철거에 따.

르는 도심교통문제 극복 복원과정에서 빚어진 주변상인들과의 마찰 극복,

등의 과정을 기록하고 홍보함으로써 투명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

했다 복원 이후 서울시는 청계천 공사과정 및 비용 등을 공개하고 서울. ,

시시설관리공단 청계천문화관 서울문화재단 등과 함께 청계천지역을 시, ,

민문화공간 뿐 아니라 서울의 명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전

략을 펴고 있다.

복원 전 청계천 복원공사를 홍보하던 청계천홍보관의 경우 현재는 안

내센터로 활용되고 있고 복원 후 청계천의 홍보와 안내는 청계천문화관에,

서 담당하고 있다 청계천 문화관은 청계천 뿐 아니라 지역문화에 기여하.

기 위하여 다양한 전시와 행사들을 기획 개최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청계천을 좀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

여프로그램을 개발 운 하고 있다, .

그림 구간 청계천홍보관[ 3-38] 1 그림 구간 청계천문화관[ 3-39] 3

참여프로그램 및 관광상품1)

서울시는 공사 이전에는 복개구조물의 노후 실태와 묻혀있는 문화유적

들을 알리면서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직접



적인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 으며 복원 후에는 복개구조물 탐방프로그, ‘

램 으로 유도 복개구조물을 공개하고 있다 청계천으로의 유입하수 차단’ , .

경로 등을 볼 수 있으며 복원 전의 청계천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표 청계천 홍보프로그램< 3-12>



또한 하류구간 둔치에는 생태학습장을 개설하고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일반시민과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탐방 체험학습. ,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류지역 조류서식지 및 어도 주변 청계, ,

천 어류 조류 곤충 이입식물 수생식물 수질정화식물 하천 미지형 및, , , , ( ),

생태시설물 소 여울 하중도 등 을 관찰할 수 있다( , , ) .

청계천을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 청계 경 이라는 이름의 시설들을‘ 8 ’

홍보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연계된 각종 관광코스를 계획해 운 하고 있

다 또한 청계천과 관련된 기념품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관광상품으로서의. ,

청계천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림 청계천 경 안내도[ 3-40] 8



표 청계천 참여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3-13>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비고

코스
관광

도보관광 코스1 도보관광 코스1 도보관광 코스2 -- 서울시

관광버스운행 관광버스운행 관광버스운행 서울시

체험
학습

복개구조 탐방
생태탐방
체험학습

서울시 시설(
관리공단)

행사/
축제

청계천 시민걷기
서울시 시설(
관리공단외)

청계아티스트
활동

청계아티스트
활동

청계아티스트
활동

서울문화
재단/

하이서울
페스티벌

서울시
문화재단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의 밤

청계천
문화관

각종
관광
상품

청계천 관련서적2)

청계천 복원과 함께 관련 책자도 상당수 발행되었다 각종 백서 및 복.

원 계획부터 예산의 집행 구체적인 설계안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청계천,

공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서울신문에서 발간한.

내손안의 청계천 은 청계천 관광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 .

직접적으로 청계천을 안내하는 책자는 아니지만 청계천과 관련된 문학

작품도 다수 출간되었는데 이는 청계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반 한,

다고 볼 수 있다.



표 청계천 소개 및 관련책자< 3-14>

종류 책 제 목 저자 출판사 출간일

안내서
알기쉬운 시민백서 청계천 서울시 2005/10

내손안의 청계천 서울신문 2005/10/5

맑은내소
설선

영영이별 영이별 김별아 영도교

창해

2005/8/9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서하진 오간수교 2005/8/27

달콤한 죽음 김용범 맑은내다리 2005/9/5

두물다리 이수광 두물다리 2005/9/5

여자이발사 전성태 세운교 2005/9/5

청계천 민들레 김용범 비우당교 2005/9/5

시간의 다리 고은주
광통교신
장석

2005/9/5

유리의 노래 순원 장통교 2005/9/5

모전교에는 물총새가 산다 김용우 모전교 2005/9/5

칼 박상우 수표교 2005/9/5

역사 청계천은 살아있다 이경재 가람출판사 2002/12

수필 도올의 청계천 이야기 김용옥 통나무 2003/6

수필 청계천을 떠나며 이응선 황금가지 2003/6

동화 그옛날청계천맑은시내엔
김용운글
김옥재그림,

작가정신 2003/9

수필
나는 청계천에서 인생을

배웠다.
홍이종 지영사 2003/9

수필
청계천 비둘기와 노점상

할머니
김성렬 집문당 2003/10

문화사 청계천을 가꾸다 이해철 열화당 2004/7

예술 겸재의 한양진경 최완수 동아일보사 2004/6

수필 마지막 공간 윤홍은 외 삶이보이는 창 2004/7

수필 청계천 박정진 신세림 2004/7

수필 내고향 청계천 사람들 손광식 창해 2004/8

수필 시, 서울이야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05/1

역사
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
조광권 여성신문사 2005/4

자연과학 프로젝트 청계천
황기연 변미,
리 나태준,

나남 2005/4

정치외교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이명박
랜덤하우스

중앙
2005/4

수필 청계천의 물소리 김미희 한강 2005/10

소설 소설 이명박 이호 성림 2005/11

여행 청계천에서 뭘하지? 박성찬 길벗 ·2006/5



청계천 자원봉사자 청사랑3) “ ”

청계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년. 2005 6

월부터 청사랑 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교육하고 활동‘ ’ , ,

을 장려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안전지키미 환경 및 안내도우미 지식. , ,

나누미로 활동분야를 구분하고 오전 오후로 조를 나누어 청계천 전 구간, ,

동아일보 시점부에서 중랑천 합류부 에서 활동하고 있다( ) .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기초질서 유지 및 계도 안전사고 예방 장애, ,

우 도우미 비상시 대피를 유도하며 청계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위치 안,

내 및 쓰레기 수거 녹지대 보호 등이다, .

그림 청사랑 활동별 분포현황[ 3-41]

단위 명( : )

계 안전지키미
환경 및

안내도우미

지 식 나 누 미

청아람
외국어통역

생태환경․
교실운영

역사문화․
유적설명

4979
1376

(27.6%)
1606

(32.2%)
817

(16.4%)
422

(8.5%)
410

(8.2%)
348
(7%)



청계천 지역의 문화 행사 및 활동3.

청계천 방문객 현황1)

청계천은 개장하자마자 서울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년 월 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년 월말까지 년 동안 총2005 9 30 2006 9 1 3

천 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각종 행사들이 청계천 일대에서 열렸141

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은 매월 백만 명 이

상의 방문객을 맞았으며 개장 직후인 년 월과 월에는 가장 많은2005 10 11

사람들이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동절기인 월이 되어 방문이 주춤했으. 12

나 봄철이 되면서 다시 늘었다 여름철인 월의 경우 일일 방문객은 최. 7, 8

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월평균 방문객은 그리 많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청계천지역 월별 방문객 추이 단위 천명< 3-15> ( : )

각 구간별로도 방문객 수에 차이가 있었다 시설관리공단은 방문객 현.

황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집계했는데 청계광장 세운교 구간 세운교 다, ,～ ～

산교 구간 다산교 이후 구간 등이 그것이다 표 청계광장 세운, (< 3-16>). ～

교 구간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집중되어 있고 하류구간의 방문객은 무척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청계천 방문객 현황[ 3-42]

표 구간별 방문자수< 3-16>

단위 천명( : ) 18,846

8,481

4,083

31,41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
청계광장~세운교 세운교~다산교

다산교~중랑천 합류부 총계

청계천 단체 관람현황 및 촬 현황2)

천만명이 넘는 청계천 방문객 중에는 단체관광으로 온 방문객도 많았3

다 시설관리공단의 투어신청 자료. 8)를 살펴보면 년 개월간 건, 2005 3 102 ,



년에는 총 건의 투어관련 승인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6 155 .

청계천을 방문하는 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벤치마킹을 위한 지방 공공,

단체의 방문이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내 자치단체의 방문이64 , 22

건 중앙정부 단체의 방문도 건에 이른다 각종 행사 특히 국제적인 심, 13 . ,

포지엄 등을 개최하 을 때 참가자들에게 청계천을 소개하는 형식의 방문

이 많아 건에 이른다 그 외에 학교 건 기업 건 주관의 방문 등38 . (34 ), (10 )

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도 여행사를 통해 해외의 단체들이 청계천을 방문

하는 경우도 활발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 하는 탐방 프로그램 역시 많은 호응을 얻어 시

민들의 환경 생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복개구조탐방 프로, .

그램은 청계천 복원 이후 청계천의 상황을 좀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

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년 월에 시작되었다 복개구조 탐방프로그램2006 4 .

은 복원 이전 기존의 복개시설물과 하수관리 시스템 등을 보여줌으로써 청

계천 복원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표 관련기관 및 단체 공식벤치마킹 방문현황< 3-17>

구 분 계 공공기관 학 교 일 반 기업( ) 외국인

건 수 건257 건101 건40 건50 (12) 건54

인 원 명7,172 명2,587 명1,581 명2,183(365) 명821

비 고

행정자치부
우수혁신사례
현장순시방문

등

고려대 단국대,
등 대학과 초
중고등학교

삼성SDI
청계천 변화
체험 학습 등

타이페이
공무원 협조
방문 등

생태학습프로그램의 경우 청계천의 생태환경 및 복원 효과에 대한 시

청각교육 및 현장학습 관찰로 구성되며 야외교육장을 시작으로 하류지역, ,

의 어류 조류 곤충 및 수생식물의 생태를 관찰 학습한다 주 회로 일반, , , . 6

8) 시설관리공단 관련 승인대장 년 월 일 년 월 일, TOUR (2005 9 28 ~2006 11 13 ).



시민과 학교단체를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운 하고 있으며 년 월, 2006 4 4

일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래 명이 생태학습프로그램에 참여했다1,955

년 월 일까지 시설관리공단 집계 시설관리공단의 탐방예약현(2006 5 12 ).

황 자료에 따르면 탐방예약이 가장 많은 날은 토요일 이고 월(61.2%) , 5

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탐방 단체는 중학교 명 과(33.2%) . 2,326 (36.9%)

초등학교 명 으로 가장 많았다2,002 (31.8%) .

복원후의 청계천은 각종 매체의 배경으로서도 부각되었다.

그림 청계천 지역의 촬영 현황[ 3-43]

타
9%)

cf 등  홍 보 물
 23(19%)

다 큐 먼 트
 38(30%)

뮤 직 비 디 오
 4( 3%)

공중파 방송사에서는 뉴스의 배경으로 또 드라마의 배경으로 청계천을,

많이 찾았다.

특히 해외에서의 관심도 높아 건 이상 해외 방송국에서의 촬 이 이20

루어졌는데 생태환경 측면의 청계천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

또 중국이나 일본에 관광지로 소개되기도 했으며 외국 뮤지션의 뮤직비디

오 촬 장이 되기도 했다.



각종 이벤트 및 축제3)

청계천이 복개되기 이전 본래의 청계천에는 전통적으로 음력 정월 대보,

름에 행해진 다리밟기 연말부터 행해져 정월보름에 절정에 달하는 연‘ ’, ‘

날리기 대보름에 행해진 편싸움 석전 초파일에 행해진 연등놀이’, ‘ ( )’, ‘ ’

가 있었다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이러한 민속놀이의 복원도 함께 이루어져.

년 설과 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전통민속 행사들이 열렸는데 다리밟2006 , ‘

기 연날리기 연등 놀이 등 전통놀이를 계승한 것 외에도 제기’, ‘ ’, ‘ ’ ‘

차기 널뛰기 윷놀이 떡메치기 팽이치기 등 세시풍속’, ‘ ’, ‘ ’, ‘ ’, ‘ ’

민속체험 한마당을 펼쳤다 설을 맞아 전통연날리기 줄타기 평택. ‘ ’, ‘ ’, ‘

농악 가훈써주기 설그림엽서 보내기 소원문 쓰기 등의 행사’, ‘ ’, ‘ ’, ‘ ’

를 열었으며 대보름 행사인 부럼깨기 쥐불놀이 강강술래 불‘ ’, ‘ ’, ‘ ’, ‘

꽃놀이 등도 청계천에서 행해졌다’ .

서울시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열리는 월과 추석이 있는 월을 제외한5 , 10

월 월 월 월 월 매 첫째 주 일요일마다 전통민속놀이 공연과 체험4 , 6 , 7 , 9 , 11

행사를 계획 길놀이 결렬태껸 송파 산대놀이 대동한마당, ‘ ’, ‘ ’, ‘ ’, ‘ ’,

풀각시 놀이 비사치기 자치기 굴렁쇠 놀이 제기차기‘ ’, ‘ ’, ‘ ’, ‘ ’, ‘ ’,

고누 등 참여놀이를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

전통적으로 초파일에 행해졌던 연등놀이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년2006

월 일 오후 시부터 행해졌다 조계사에서 연등행렬이 출발 청계천을5 4 7 . ,

돌아 인사동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가는 구간에 각종 놀이마당을 펼쳤다.

또한 청계천 문화관에서는 기획전 희망의 빛 연등 을 시작으로 닥종‘ , ’ ‘

이로 본 청계천 옛모습 등 청계천과 관련된 혹은 서울의 역사와 관련된’ ,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진 여름철에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인해 계획되

었던 것에 비해 많은 행사가 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청계천 시점부에는 청.



계 미술제가 열려 청계천 일대를 거리 전시관으로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사용승인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면 년 월, 2005 10 1

일 이후 년 월 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접수된 행사의 건수는2006 9 30

건이다 신청자료 중 허가가 나지 않은 불승인 행사 건 와 취소된207 . (19 )

행사 건 을 제외하고 건에 대한 행사들을 분류해보았다(8 ) , 170 .

표 문화행사 현황< 3-18>

구분 계
문화행사

홍보
행사

거리
응원

공공캠
페인

기타민속
행사

연주회 전시회 시낭송
거리
공연

계 225 11 16 34 4 27 23 18 22 70

2006 103 10 7 17 3 17 13 15 8 13

2005 84 - 9 11 1 7 6 - 12 38

비고
불허(
취소)

27 1 - 6 - 3 4 3 2 3

자료 서울시설관리공단 시설사용승인자료 년 월 일 년 월 일: , (2005 9 28 ~2006 9 30 )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행사는 캠페인이나 전시 그리고 청계아티스트의,

활동 등이다 또한 연말을 맞이한 구세군 자선모금형식의 루미나리에 등. ,

이 있었고 꽃 등의 장식물 설치 월드컵을 겨냥한 설치 이벤트 등 기업의, ,

홍보성 전시와 걷기캠페인 등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계천에서 가장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청계광장이었고 청계광,

장 다음으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구간인데 데크나 수변무대3 , ,

리듬벽천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접 자치구인 성동구의 구민을 위한 행사들이 주로 구간에, 3

서 이루어지고 있다.

광장을 제외한 구간의 경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은 아니다 구1 . 1

간에서는 광통교에서 이루어진 민속놀이 다리밟기 등이 있었고 광교와( ) ,

모전교 일대에서 캠페인 등이 열렸다 각 구간에서 가장 행사이용률이 저.



조한 곳은 구간으로 생태모니터링을 위한 행사 등이 있을 뿐이었다4 , .

행사가 개최된 시각은 아침 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시까지 광범위하5 , 8

게 분포되어 있는데 오전 중에는 시를 전후해서 오후에는 시를 전후, 10 , 2

해서 시작된 행사가 가장 많았다 행사 시작시각의 분포는 청계천 지역에. ,

방문객이 어느 시간대에 집중하는가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행사의 경우 주로 점심시간을 전후해 분포돼 있으며 오전에 있,

는 행사들은 걷기탐방 등의 형태가 많았다 저녁시간의 경우 정기적 행사.

보다는 회성 행사들이 주를 이뤘는데 음악회나 콘서트 등이 열려 저녁시1 ,

간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림 행사 개최 시간대 현황[ 3-44]

행사가 치러진 시간의 경우 시간 미만이 건으로 이런 것들은 보통, 1 3

의례식 등이 치러진 경우이다 시간 이상 시간 미만 동안 행해진 경우가. 1 3

건으로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의 행사도 많았다31 , 3 5 .

행사가 시작된 시각과 행사 시간을 고려했을 때 오전에 시작해서 장시,

간 지속되는 행사들과 오후에 개최되는 행사들이 겹쳐지는 시각인 오후 2



시와 시 사이에 가장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

청계천 아티스트3)

청계천 아티스트는 청계천 복원을 통해 서울 도심에 거리 예술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문화재단에서 아티.

스트를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오디션을 통해 아티스트들을 선발한다 서, .

울문화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일정을 알리고 있는데 거리공연이기 때

문에 일정대로 진행하지는 못한다 장마가 심한 여름철은 예기치100% .

않게 공연취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리활동이 힘든 한겨울에는 활동이,

뜸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청계천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아티스트의 활.

동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표 청계천 아티스트 활동현황< 3-19>

구분 계 청계광장 모전교 광교~ 광통교 장통교 기타

계
669

(100%)
202

(30.2%)
211

(31.5%)
82

(12.3%)
109

(16.3%)
65

(9.7%)

2006 488 125 164 69 96 34

2005 181 77 47 13 13 31

청계천 내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곳은 주로 청계광장 모전교와 광통,

교 사이의 둔치 광통교 장통교 세운교 나래교 무학교 주변 두물다리, , , , , ,

주변 수변무대 청계천 문화관 등이다, .

실제적으로는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계광장과 장통교 광통교 위에서 주로 활동한다, .

초기에는 많은 팀들이 관객들의 운집이 가능한 청계광장에서 활동했지

만 청계광장은 아티스트 외에도 다른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다 보니 광장,

같이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쉽게 만나는 지점인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가 많은 청계천 아티스트의 활동

지점이 되고 있다 또한 젊음의 거리와 이어지는 장통교 역시 다양한 행사.

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반면 하류구간은 아티스트의 활동도 뜸한 편이다 세운교 이후의 구간.

에서는 거리의 시인 통기타 라이브 이경난 설장구 공새미가족 사물놀이( ), , ,

데자부 월드뮤직 라이브 듀엣 너름산이 전통풍물 탈춤 등의 아티스트( ), ( , )

만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청계천 아티스트는 기 팀 기 팀으로 활동 역은 한국무1 24 , 2 31

용 설장구 전통 사자춤 등 전통문화와 관계된 것부터 인 악사의 통기타, , 1

연주 석고 마임 퍼포먼스 혁필화 탭댄스 밸리댄스 등 매우 다양하다, , , , , .

청계천 아티스트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리 공연에 뛰어난 팀들

을 특별히 초청해 공연하기도 하고 해외 공연팀이 청계천에서 공연할 기회

를 주기도 한다.

그림 공새미가족사물놀이공연[ 3-45] 그림 삐에로천국 공연모습[ 3-46]

기업의 문화마케팅5)

청계천 복원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청계천변 장교동 구역에 본사가 있는 한화그룹의 경우 문화공간.



으로서의 청계천을 만드는데 가장 공헌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화그룹은 일시.

적인 행사로 년 가을에 청계천문화퍼포먼스를 개최하여 길놀이행사2005 ‘ ’

등 청계천 지역에 어울리는 공연 및 미니 음악회 시화전 사진전 등을 열기, ,

도 하고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한 이순신 관련그림 이어 그리기 모형, 100m ,

거북선 띄우기 행사 등을 후원한 바 있다 이어 년에는 중구문화원과. 2006

손을 잡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수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

하여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어우러진 수요예술제 와 작은 음악회를 여는‘ ’

금요 정오 음악회 가 그것으로 월부터 월까지 운 했다‘ ’ , 4 10 .

그림 한화그룹의 수요예술제[ 3-47] 그림 한화그룹의 금요정오음악회[ 3-48]

또한 한화 봉사단인 청계천 푸름이 를 발족 청계 경 중심으로 환‘ ’ , 8

경정화활동을 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으로서는 청계천 문화를 선도하는 기.

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중구청의 경우 청계천이 일반시민과 직장

인 가족중심의 문화거리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얻은 셈이다, .

청계천을 통해 문화 마케팅을 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은 한화그룹뿐만이

아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월부터 청계천 걷기대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 4

다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진행하는 청계천 걷. ,

기대회는 참가자가 많을 때는 오천 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 여름.

이후부터는 전자가 후원에 참여하여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누LG

리고 있다.

기업 문화마케팅의 사례로 청계천변에 위치하며 본디 광교의 모형을,

보존했던 신한은행 구 조흥은행 도 빼놓을 수 없다 청계천 복원시 정조반( ) .



차도를 벽화화하도록 기금을 낸 것도 조흥은행이다 년에는 청계천. 2005

작은 음악회를 개최 주변 직장인들과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 다 년 월부터 월 말까지 신한은행은. 2006 10 12

즐거운 금요 문화 디저트 라는 이름으로 신한카드 본사 맞은편 광교 아‘ ’

래의 산책로에 무대를 마련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다양한 형식,

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림 금요문화디저트공연모습[ 3-49] 그림 청계천주변의 구경인파[ 3-50]

건설의 경우 오간수교 근처에 미래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의 벽GS ‘ ’

화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했으며 의 경우 청계광장에 세워진 올덴버그, KT

의 작품 설치비용을 댔다.

직접 청계천의 문화행사를 주관하지 않더라도 각종 문화행사를 후원하

는 기업들도 많다 조선일보는 굿네이버스 구세군과 함께 년 하이. , 2005 ‘



서울 루미나리에 행사를 후원했으며 그룹은 월드컵 기간을 통해 서’ , SK

울광장에서 응원을 주최함과 동시에 청계천변에 응원리본 달기 행사를 꾸

렸다 의 경우 청계천 부근의 본사 화단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SK

꾸며 제공 기업들의 청계천변 쉼터 제공의 시발이 되었다 인근의 롯데백, .

화점도 청계천 복원 이전부터 청계천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 봄 청계천 새봄맞이 문화페스티벌을 후원하면서 각종 청계천 관련 행사

에 상품을 할인하는 등의 마케팅을 펼쳤다.

두산그룹의 경우 두산사보 호 발간을 기념 두산타워 점등식을500 , 500

통해 청계천을 비추었으며 하나은행도 중구청과 함께 정월 대보름맞이,

청계천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를 지원했다‘ ’ .

주변부 활성화 전략4.

관광특구 조성1)

청계천이 도심 문화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청계천 뿐

아니라 주변부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시와 자치.

단체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청계천에 면한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의 경우 각각 청계천과, , ,

연계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년 동대문패션타운을 관. 2002

광특구로 지정 이 지역을 최첨단 패션문화의 창조와 국제상거래의 거점이,

되는 국내 최대 쇼핑관광지로 만드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청계천 복.

원 이전부터 특화된 지역으로 구상되었으나 청계천 복원으로 그 파장이 더

크리라 기대되는 지역이다.



표 중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현황< 3-20>

면적 상가수 점포수 주요품목
시장종사

자

연간
외국인
관광객수

주차장 대중교통

586,000
㎡

총 개26
야간(pm9~am

도매상가7)
개13：

시간24
영업상가 개13：

31,500
개

의류,
잡화,

장신구,
생필품 등

상인포함
약

만명 일15 /1
유동인구：

만명100

만명 일250 /1
총매출액：
약 억원500

약
대8,000

주차가능

지하철 -
1, 2, 4,

호선5, 6
시내버스

개- 18
노선 운행

종로의 경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종로 경 품 미 계획을 세웠다8 , 8 , 8 .

동일품목 밀집지역을 명품명소로 육성하며 지역상권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도심특화산업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

려고 하고 있으며 청계천 골목산업을 활용 주변상권의 활성화에 청사진, ,

을 제공한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도심부적격 산업의 경우 친환경적.

업종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또 서울 문화재의 가 종로에. 30%

집중된 점을 활용 종로문화벨트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 종로구는 종로청계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세웠는․
데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구역별 관광상품 개발 특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이야기된 경 품 미 계획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8 8 8

볼 수 있다.

표 종로구 경 품 미 계획안< 3-21> 8 ,8 ,8 (2003)

상위,
관련계획

관련목표 종로구 추진전략 청계천관련( )

청계천복원에
따른 종로
경 품8 , 8 ,
미 계획8

도심특화산업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동일업종 동일품목 밀집지역을 명품명소로 육성,
지역상권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

종로문화벨트 활성화
서울문화재의 가 집중된 종로의 장소성 활용30%

새롭고 개성있는 도심문화의 창조

청계천골목산업 활용
주변상권의 활성화 청사진 제공

친환경적 업종변화 유도



구 역 별 구 역 특 성

광화문 문화광장

및 청계광장

연중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며 각종 볼거리 제공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량유치 가능 및 덕수궁 방문 관광객을 청계천과 관광특구로 유입할

수 있는 청계천 문화예술 축제광장

관철동 젊음의

거리

서울의 중심거리로 명동지역과 함께 대표적 젊음의 거리로 인사동

문화지구와 접해 있어 인사동 방문 관광객과 상호 유입지역

관수동 휘장 상가 각종 금속류 관광기념품 휘장 제작 전국 및 외국판매망을 가진 지역( )

장사동

종로전자타운
세운상가로 전기전자제품 확고한 전문성 확보상권․

예지동 귀금속

거리
년 역사와 전통의 귀금속 상가 밀집지역40

종로 가 광장시장5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전통의상 공예품과 각종 생활용품,

취급

종로 가6

동대문종합시장

대형 쇼핑몰 형태의 패션 복합 상가로 최근에는 일본 중국 홍콩, , ,

러시아 등의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 전통공예소품 등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품목의 판매상가

창신동지역 한국 최대의 신발상권 문구도매상가 수족관단지가 있는 거리, ,

가로계획 및 기타2)

청계천 지역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청계천변 가로가

활성화되어야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가로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는 무교동길 가로환경 개선 돈화문로 보행환경 개선 성북천변 정릉천변, , ,

의 녹지공간 산책로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탐방로로 활용화시키는( ) ,



프로그램도 제시돼 있다 즉 광통교 역사문화탐방 수표교길 역사문화탐. , ,

방 청계골목 탐방 등이다, .

청계천 주변의 특색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장환경 개선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중구에서는 국립극장과 청계천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년말까2006

지 설치할 계획이다.



표 주변지역 변화 예정 계획들< 3-22>

구간1 (0.9km) 구간2 (2.0km) 구간3 (2.1km) 구간4 (2.5km)

보존 및
복원계획

광통관 보존
관철동 청소년문화지구

삼각천물길복원

관수동기념품전문몰
광장시장 관광쇼핑
대학천서점골목

성곽복원
황학동 벼룩시장

개발계획
다동지역 재개발
삼각동지역 재개발

장교구역 입정동 재개발+
세운상가주변재개발
이전가능부지 공병단( ,

훈련원공원 국립의료원, )

이전가능부지 동대문(
운동장 기동대, )
왕십리 뉴타운

주택재개발 창신 동( 6 ,
숭인 동 황학3 , ,
용두 구역2 )

open
space
계획

다동공원
종각공원

세운상가
보행광장 녹지축(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삼일아파트
시민공원

빗물펌프장 지상부
녹화

용두근린공원

가로계획

청계천 가로활성화
무교동길 가로환경
광통교 역사문화탐방

청계천변 가로활성화
수표교길 가로환경

역사문화탐방( )
돈화문길 보행환경
청계골목 탐방

청계천변 가로활성화
성북천변 정릉천변,
녹지공간 산책로( )
청계골목 탐방

기타 광장 방산시장 환경개선,

신발상가 재래시장
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개설



제 절 소결3

도심부 수변공간으로서 청계천이 가지는 장소적 특징은 수변공간 일반

적 특징과 청계천만의 차별적 특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변공간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인 개방성과 연속성 친수성, ,

역사문화성 조형성 등을 청계천 역시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청계천만이, .

가지는 특징으로는 정도 년 역사의 고도이자 급속한 근대화를 겪은 산600

업도시의 도심부에 존재하며 따라서 역사문화자원과 산업경관이 혼재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깊은 단면으로 인한 단절성의 느낌 상, ,

류부의 인공성과 하류부의 생태성으로 크게 구분되는 이중성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계천의 공간적 특징이 구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구간의 경우는 금융서비스와 언론기관으로 대표되는 업무시설과 고1

층빌딩군이 둘러싸고 있어 전형적인 대도시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접근성.

이 가장 높은 이 구간은 본래 청계천 복원구상 당시 지정된 역사존과 거의

일치하여 광통교 복원이라든지 정조반차도 등과 같이 역사성을 강조하는,

요소들이 배치되어있다 문화인프라가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어 이.

벤트와 행사들이 끊임없이 열린다 구간의 인근 지역에는 서비스업이 증. 1

그림 청계천의 공간적 특징[ 3-51]

일반적 특징

•개방성
•연속성
•친수성(쾌적성)
•역사문화성
•조형성(랜드마크)

차별적 특징

•도심부 하천
•단절성: 깊은 단면
•이중성: 인공성(상류)

+ 생태성(하류)



삼일교 이후의 구간은 고층빌딩의 스카이라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지2

역으로 인근에 도소매 판매시설과 재래시장이 집중되어 있다 접근성 자체.

는 불량하지 않으나 문화인프라가 풍부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지역이다.

구간은 소규모 지역산업과 주거지 경관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접근3

성이 양호한 편이며 청계천문화관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프로그램이 공급,

되는 지역이다.

구간은 거의 교외주거지의 경관을 보여주는 곳으로 전 구간 중에서4

가장 자연경관이 탁월한 정비구역이다 접근성이 매우 불량하여 지역주민.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버들습지와 생태학습장을 통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표 청계천의 공간적 특징과 계획 구간별< 3-23> ( )

경관 및 공간성
접근성

및
기본구상

문화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간1

대규모 업무시설

고층빌딩군

금융서비스언론기관․
업태전환 서비스업의 증가:

수하동 재개발계획

매우높음

사대문안( )

역사존

문화시설인프라 집중․
스프링청계광장청계( ․ ․
미니어쳐광장분수팔․ ․
석담)

역사성 강조

광통교 정조반차도( , )

청계천홍보관

하이서울페스티벌

청계천미술제

다동음식축제

기업문화마케팅

다리밟기

청계아티스트 대부분( )

종로 경 품 미8 8 8

구간2

도소매 판매시설

재래시장

저층빌딩군

세운상가 재개발계획

양호

동대문( ,

사대문안)

문화존

문화의벽 색동벽,

패션광장 수변무대,

수표교터 옥류천,

동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청계아티스트 일부( )

구간3
소규모 지역산업

주거지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양호

동대문( ,

사대문밖)

자연존

소망의벽 리듬벽천,

청계천빨래터 터널분수,

존치교각

청계천문화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청계아티스트 일부( )

구간4
교외 주거지( )

자연경관

불량

사대문밖( )

자연존

버들습지

생태학습장
축산물축제 마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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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Ⅳ 청계천 복원의 문화적 가능성과 기대

제 절 청계천의 문화적 역할에 대한 기대1

복원계획과정에서의 기대1.

청계천 복원은 생태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

다 개발일로를 지양하는 선진도시들에서는 자연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찍.

이 인식하고 특히 자연 하천의 복원 자연형 하천 정비 등에 관심을 가졌,

다 그와 함께 하천의 정비와 친수성의 확보가 도시 활성화를 가져온 다양.

한 사례들이 목격되었다 청계천 역시 자연환경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살.

리면서 도심만의 어메니티를 갖는 곳으로 창출되리라는 기대에서 여러 가

지 효과들이 논의되었다 즉 복원의 타당성은 이미 시대적인 가치로 여겨.

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복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는 관 민이 어떻, -

게 합의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하느냐가 주요 관건이 되었다.

청계천 복원 공사는 수많은 기대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 속에서 진행되었다 도심하천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시민이 찬성했으나 복원 방식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복원공사로 인해,

수혜가 아닌 피해를 입게 될 주변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문제

다 특히 짧은 공사 기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실함에 대한 우려. 1) 한강,

1)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하천 복원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주민합의에만 년이, 3

걸린 비에브르 강 복원 사업이나 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10

보스톤 프로젝트 등이 논의가 되면서 임기 안에 끝내려는 민선 기 서Big-Dig 4



수를 끌어올려 흐르게 하는 방법에서 기인한 진정성의 문제2) 또한 환경,

을 존중하는 도시의 모습을 가장했으나 또 다른 개발을 이끄는 공사가 되

고 있다는 주장들3)은 청계천이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지 못함에 대한 안

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그 기대가,

컸다 청계천 복원이 강북 도심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에 따. ,

른 새로운 도심 문화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강북 문화벨트의 중.

심 역할을 할 청계천에 대해서 장소마케팅을 통해 도심관광을 활성화하며,

개발 시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역사가 다시 재현되며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표출되었다.

새로운 도심문화의 창출1)

청계천 복원을 통한 새로운 도심문화의 창출은 청계천 복원을 꿈꾸던

사람들의 초기 이상이다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기 이전부터.

청계천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들이 청계천 복원을 통해,

꿈꾸던 것은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를 탄생시키면 사람들에게도 심리

적인 안정과 여유를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청계천이 복개되.

울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년 동아일보 외(2002 ).

2) 특히 조명래교수 단국대 의 경우 자연을 거세한 하천이라며 강하게 복원형식( ) ‘ ’

에 대해 비판을 했다 서울시청계천사업평가토론회( ).

시각문화비평가인 류제홍은 년 한 기고글 년 월 일 참세상 에서2005 (2005 6 23 )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주변상인들과 자연하천에 대한 접근을 경고하고 비판한

다 또한 청계천 복원 이후에 김귀곤교수 서울대유엔생태도시한국네트워트대. ( ,

표 는 한겨레를 통해 복원된 청계천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

3) 청계천 복원직후 열린 서울시청계천사업평가토론회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 년 월 일 경실련회관 강당 에서 연세대 이제선 교, 2005 11 2-3 , )

수는 청계천 복원이 졸속도시개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 이전의 생활 모습을 추억하는 감상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청계천이 복원되면 서울의 역사

성을 회복하고 그에 따른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게 되리라 기대했다, .

청계천 복원 사업에 앞장섰던 토지문화재단의 박경리는 청계천 복원으

로 문화와 경제가 함께하는 서울의 상징거리가 될 수 있다4)고 믿었고 청,

계천 포럼 사람들 양윤재 노수홍 은 청계천가에 젊은이들과 문화 예술인( , ) ,

들이 모여 그곳에서 새로운 도심의 문화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남북으,

로 종묘와 창덕궁에서 남산에 이르는 길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이 환경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가장“

쉽고 싼 방법 이라고 주장했다” 5) 정동양 교수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는. ( )

개울과 숲에 반딧불이가 날고 아이들이 멱 감고 물고기를 잡으며 꿈을 키

우는 것이 바로 사람 사는 것 이라며 도심에 이러한 공간을 되돌려 주‘ ’

는 것이 지금의 우리 도시에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용옥은 그의 저.

서 청계천 이야기 에서 도시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

문화 라고 규정하고‘ ’ 6) 청계천 복원은 단핵적 집중 상징체의 무화, (無

라고 설명한다 비워진 공간에 사람들이 채워짐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 .化

양한 문화활동이 새로운 서울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것은 물리적 주체가,

핵이 되었던 과거 시대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된다7)고 말한다.

역사적인 측면의 복원에 기대를 건 사람들도 있다 서울학연구소의 전.

우용 박사는 말끔한 인공하천 위에 그럴싸한 다리를 새로 만들어놓기보다

는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더라도 고색창연한 광교며 수표교에 어

4) 년 월 일 한겨레신문 권태선 민권사회 부장과의 대담2002 1 1 1 .

5) 년 월 일 한겨레신문2001 12 2 .

6) 김용옥 청계천이야기 통나무, 2005, , .

7) 김용옥은 이를 신바람의 문화라고 일컫고 있다‘ ’ .



울리는 청계천으로 복원하는 것8)이 옳다고 주장한다 도시민의 휴식처요.

아이들의 놀이터 서울 장안 사람들의 축제마당이었던 그 청계천을 복원하,

자는 이야기이다 또 왕이 행차하다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는 곳이 혜정교.

던 만큼 시장과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그려보기도 했다 이는 민주적 공.

간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청계천 복원 초기의 이상은 복원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실제와 조금 동

떨어져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복원을 통해 나아가야할 도심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북 도심의 부흥2)

청계천 복원 이전 도심은 쇄락해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년 청계. 2003

천 복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강남부도심에 비해 도심지역은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기능이 미흡하고 비도심형 소규모 전통 제조업이 과

잉집중되어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역시 미흡한 곳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동부권역의 권역별 경쟁력은 최하위에 이르는데9) 청계천이 복,

원되면 이러한 것들을 만회시키리라 여겨졌다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환경.

이 정비되면 그로인해 이미 구상해 놓은 도심부 발전 방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계획에는 또 다른 도시 개발이 이어질까 하는 우

려가 뒤따랐다 그리고 청계천 자체가 생산의 장은 아니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이 경제적으로 도심재생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청계천

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서 찾아야 했다 년 서울의 역사성 회. 600

8) 년 월 일 한겨레신문2002 6 13 .

9) 청계천 복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년 월 일, 2003 2 20



복과 문화 공간의 창출 그리고 그에 맞는 정비작업을 통해 도심산업이 재,

편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듯 강북의 매력을 증대시켜 남북간 불.

균형을 해소하고 대도시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생태.

환경을 회복한 공간을 도심부에 만듦으로써 서울이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

고 있으며 미래적 도시 계획을 이끌어 나간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것이

다 실제로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과감한. ,

투자와 실행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강북 문화거점의 중심으로서의 청계천3)

강북 도심의 부흥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 중 하나는 서울 도심부의 역

사성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의 활용이다 특히 경복궁과 이어지는 북촌. ‘

문화거점 창경궁과 낙산을 잇는 대학로 문화거점 경희궁과 역사박’, ‘ ’,

물관 정동극장 시립미술관과 덕수궁으로 이어지는 정동 문화거점 원, , ‘ ’,

구단과 한국은행 구 국립극장과 명동 남대문과 조선총독부 등 일제시대, ,

부터 부흥했던 남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남촌 문화거점 비원으로부터‘ ’,

창덕궁 종로 가에 면한 극장가와 충무로 한옥마을과 이어지는 돈화문, 3 , ‘

길 문화거점 국립극장과 장충단 공원을 잇는 장충 문화거점 등이’, ‘ ’

계획되었는데 청계천은 도심내 흩어져 있는 이러한 문화벨트들을 횡적으,

로 엮어갈 수 있는 중심 벨트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계 골목산업생태계를 관광명소화하는 전략도 있는데 현재 청계,

천과 연결된 귀금속 종로 가 한복 주단 광장 지물 방산 만물서점 의( 5 ), ( ), ( ) ,

류 동대문 신발 완구문구 중고품 황학동 상가 등 소규모 개별 사업체( ), , , ( )․



가 유사한 종목끼리로 집중되어 있는 곳의 특색을 살려 이를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청계천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청.

계천이 이를 엮을 중심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강북문화거점들과 청계천의 지리적 관계 위치도[ 4-1] ( )

장소 마케팅 대상으로서의 청계천4)

장소마케팅 대상으로서 청계천의 가치를 다각도에서 분석한 연구10)에



따르면 청계천은 매우 다양한 차원의 가치를 지닌다 즉 조선시대 한양의 주. ,

요 수자원이었으며 치수와 이수의 역사 가 담긴 장소이고 근대화의 견인‘ ’ ,

차 역할을 한 중심 업무지구로서의 도시기능과 상권을 수행했던 산업경‘

제 의 장소이자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즐길 거리와 문화’

활동이 존재하는 도심 문화벨트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닌 문화 적 장소이‘ ’

며 도심에서 경험하는 수변공간과 서울숲 남산을 잇는 생태 적 가치를, , ‘ ’

지닌 장소인 것이다 이 모든 차원의 가치는 곧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림 청계천의 실제적 속성과 효과[ 4-2]

출처 이무용: (2005), p.21.

- 도심부의 산책길(대략3시간)
- 역사유적의 전시관
- 인근에 볼거리와 문화자원이 풍부함
- 아름답고 독특한 공예품
- 빼어난 야간경관
- 도심의 맑은 하천

- 공예품(artwork)/각종 이벤트/역사적
- 전통의 재현

전통문화의 재현
다리밟기
전태일 등

- 추억을 장소와 시간과 연관

- 환경교육의 자원 제공
- 만남의 장소로 활용/쾌적성 제공
- 주말 가족외출 장소로서 활용/쾌적성 제공
- 전시/여가의 장소
- 볼거리/먹거리의 장소에 둘러싸여 있음
-도심온도 하강효과
변화/발전의 중심으로서 기능

-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일상생활의 탈출
- 도시 속 다채로운 즐거움 제공
- 현대와 과거/기억의 조화
- 호기심 충족
- 과거에 대한 향수 제공
-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한 변화와 발전

이성(합리) 감성

효
과

속
성

Essence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역동적인 흐름
통일한국의 자존심/향수

의 상징

이러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선결되어야하는 과제들이

있다 즉 지역주민으로서의 상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가며 마.

케팅을 주도할 주체가 필요하다 상인들과 문화단체 창조적 전문가 집단. ,

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계천에서 이루어지는 사.

10) 이무용 청계천 장소마케팅 기본방안 연구, 2005, .



업이 개인의 주관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소마

케팅을 전담하는 청계천 마케팅 뷰로를 설치하자고 주장하 다.

청계천 복원은 세계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 맥을 같이 할 때

생태와 역사환경에 관한 부분을 청계천의 대표 이미지로 삼아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도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문화동맥. “ ”

으로서의 청계천이다 세기 서울성과 서울에서 산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21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로부터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놀이가 있는 삶,

이고 생동하며 소통하는 삶 그리고 표정있는 삶이라고 할 때 청계천의 이,

미지도 그에 맞는 세계인의 놀이터 활력 넘치는 문화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박한 서민문화의 계승5)

물리적 공간적으로 복원된 청계천은 도심을 비우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며 주변엔 풀숲을 조성하여 개방적이고 생태적인 공간임을 실제적으로

보여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역사적 공간의 회복은 어떤‘ ’ . ,

방법들을 통해 가능할 것인가 먼저 과거 청계천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태원의 소설 천변 풍경 에서 나타나는 청계천은 아낙들의 빨래터‘ ’

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군상들의

생활 역시 담고 있다 비록 청계천이 그러한 생활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역.

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청계천으로 나누어지는 공간 다리를 통해 연결,

되는 공간들로 인해 사람들의 동선이 이리저리 엮이면서 천변이라는 공간

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의 중심에 청계천,

이 있었다.



광통교는 서민예술작품이 유통되는 중심지이기도 했고 무교동은 서울,

의 대표적인 가구거리 다 또한 청계천의 다리 밑은 집 없는 사람들의 안.

식처가 되기도 했었다.

청계천에 놓인 광통교 수표교 등 다리들에서 행해진 다리 밟기 청계, ,

천변에서 행해진 연날리기 연등 놀이 등은 놀이문화의 장이었던 청계천을,

보여준다.

즉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청계천의 이미지는 화려한 상류계급의 문화를

즐기는 장은 아니었으나 서민들과 착된 공간으로서 도성민들의 소박한

문화생활을 제공한 장소로서의 모습이다 이는 산업화된 현재의 도심에서.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이 가져가야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이상에서나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완

성되면서도 청계천에 기대되고 이야기되는 것은 청계천이 바로 도시 문화

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지리적 위치와 그에 따른 산업지도에서의 위치를 고려한 청,

계천의 위상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요청되는 기호이기도 하다.



제 절 기존 시민 여론조사2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공사라는 막대한 비용과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불만족사항 필요사항에 등,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공사 이전 청계천 복원공사와 직.

접적인 이해관계를 맺는 주변사업체들에 대한 의견수렴부터 시작하여 복원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시민 여론 조사를 행

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행되기 이전 한겨레신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가 청계천 복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청계74.6% .

천 주변지역의 경우 가 녹지 공간의 부족을 호소하며 환경생태거94.2% ,

리 문화예술거리로의 복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11).

청계천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설문으로

는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여론조사 청계천 방문자 만족도 여론조‘ ’, ‘

사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민의식조사 년 월 년’, ‘ (2005 11 , 2006 5

월 두 차례 가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

시민들의 관심과 성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청계천이,

시민문화공간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각 설문에서 청계천 복원 이후 방문소감 혹은 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이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복원이후 첫 설문조사인 새물맞이90% ,

축제 때는 무려 가 좋다는 의견을 냈고 년 월 조사 역시 조98.6% , 2005 11

11) 한겨레신문 년 월 일 이에 앞서 조선일보에서 행한 여론조사에서는2002 4 9 .

가 찬성 가 반대 나머지는 모른다는 의견이었다 언론사간의 차53.4% , 12.5% , .

이가 있기는 하나 청계천 복원을 기대하는 시민이 과반수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가 복원에 만족한다고 하여 청계천 복원90.6%

사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기존 여론조사< 4-1>

구분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여론조사

청계천 방문자
만족도 여론조사

년 청계천 복원에2005
따른 서울시민의식조사

년 청계천 복원에2006
따른 서울시민의식조사

조사
대상

만 세 이상16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참여자

명(710 )

만 세 이상16
청계천 방문자

명500

만 세 이상20
서울시민 명1000

만 세 이상20
서울시민 명600

조사
기간

년2005
월 일 일10 1 ~3

년2005
월 일 일10 8 ~14

년2005
월 일 일11 24 ~25

년2006
월 일5 4

조사
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전화조사

표본
추출

주요행사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요일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설문
내용

․ 방문소감

․ 명소

․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기 위한
서울시 역할

방문소감․
청계천 이용행태․
방문빈도 교통수단( ,

및 편리성,
평균체류시간)

거리예술공연에․
대한 관람여부
및 관람경험․

추천명소․
편의시설 및․

서비스 평가

복원효과․
재방문의사․
청계천 주변․

교통불편
감수의향

교통혼잡 대책․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기 위한
서울시 역할

방문여부․
방문회수․
방문목적․
명소․
정보취득 경로․
재방문 의사․
복원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복원사업평가․
도심환경개선 기여도․
이미지 개선도․
인근지역 환경개선․

기여도

역사문화복원평가․
청계천복원의 가장 큰․

성과

복원이후 발생문제․
복원이후․

최우선개발사업

희망문화시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방문경험․
복원에 대한 만족도․
복원이후 환경개선도․
복원사업평가․
서울도심지역 이미지․

개선정도

청계천 역사문화․
복원정도

청계천복원의 가장 큰․
성과

청계천 복원관련․
개선과제

복원관련 최우선․
개발사업

주변지역․
희망문화시설

방문객의 우선과제․
방문관련 개선사항․



청계천의 명소를 묻는 질문에는 새물맞이 방문객은 첫 번째로 개의22

다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유적 문화행사 를(21.8%), (20.6%), (19.3%)

꼽았으며 이후 서울시민의식조사에서 청계천의 명소는 터널분수 와, (15.8%)

옥류천 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광통교 물이라는 의견도 있었다(12.4%) . , .

각각의 설문지 문항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복원공사,

로 인해 조성된 시설들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청계천 자

체와 물이라는 자연환경의 측면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청계천에 대한 관련 정보는 복원초기 나 라디오를 통해서 가TV (61.8%)

많았던 것으로 보아 청계천 복원행사 즈음에 각종 언론 매체의 집중을 받

은 효과로 생각된다.

청계천에 방문한 목적을 살펴보면 관광을 목적 년 월(54.7%, 2005 11

조사 으로 한 사람이 가장 많아 청계천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기대효과에서는.

생태환경회복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 으로 보는‘ (48.7%)’, ‘ (28.1%)’

사람들이 많았다.

복원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으로 잘된 사‘

업 이라는 의견이 년 년 로 에 육박했으’ 89.8%(2005 ), 89.5%(2006 ) 90%

며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청계천 인근지역의 환경이 개선 년, (83.8%/2005 )

되고 이로 인해 도심지역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년 년(92.9%/2005 , 2006

동일 역사문화도 복원되었다고 년 년 인식하), (74.2%/2005 , 73.8%/2006 )

고 있었다.

특히 복원의 성과로는 복원 직후 생태환경회복 년 의 측면(48.7%/2005 )

이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는 시민들의 새쉼터가 마련, (37.8%/

년 되었다는 측면에서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2006 ) .



러나 역사문화공간이 회복되었다는 측면은 에도 미치지 않아10%

년 년 역사문화 공간 회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8%/2005 , 9%/2006 )

요함을 알 수 있다.

복원의 성과◯

새 쉼 터  마 련
3 7 . 8 %

형 없 다
1 . 0 %

무 응 답
0 . 5 %

역 사 문 화
공 간 회 복

9 %

생 태 환 경 회 복

서 울 시  균 형 발 전

간 회 복 없 다

생 태 환 경 회 복
4 8 . 7 %

없 음 / 기 타
0 .4 %

무 응 답
1 . 6 %

균 형 발 전
6 %

경 제 활 성 화
6 .9 %

새 쉼 터 마 련 역 사 문 화 공 간 회 복

서 울 시  균 형 발 전 없 음 / 기 타

년 월 자료 년 월 자료[2005 11 ] [2006 5 ]

복원이후 개선과제◯

교 통 문 제
2 9 %

안 전 문 제
1 8 %

기 타
0 %

시 설
제 무 응 답

6 %

없 음
3 %

안 전 문 제

편 의 시 설 부 족 문 제

족 문 제 기 타  

무 응 답

교 통 체 증 문 제
2 6 %

편 의 시 설
부 족 문 제

1 7 %

간
제

설
장 애 인 보 행 권

확 보 문 제
8 %

없 음
3 %

인 도 확 장
1 %

무 응 답
1 %

편 의 시 설 부 족 문 제

제 환 경 문 제

공 공 문 화 시 설 부 족 문 제

확 보  문 제 인 도 확 장

무 응 답

년 월 자료 년 월 자료[2005 11 ] [2006 5 ]

복원 이후 발생문제 혹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교통에 관한 부분에 염,

려가 가장 컸는데 년 년 아무래도 청계고가가(28.1%/2005 , 25.0%/2006 ),



사라지고 주변지역에 소규모 사업체가 집중되어 물류처리량이 많은 지역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원직후 발생한 사고 소식 탓인지 년의. 2005

조사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로 위 년의 조사에는(18.4% 2 ) 2006

이용객이 안정화되면서 편의시설 부족에 관한 부분을 더 요구 하(17.3%)

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최우선 개발사업으로는 도심문화공간의 확충

년 년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32.1%/2005 , 17.7%/2006 ),

년 주변부 재개발 및 정비 년(24.8%/2006 ) (23.7%/2005 , 16.7%/2006

년 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주변부를 정비하는 것 못)

지않게 도심부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변지역에 희망하는 문화시설로는 전통공연장 년 조각(25.1%/2005 ),

공원 년 테마파크 년 년 공연(20.3%/2006 ), (21.4%/2005 , 14.5%/2006 ),

및 전시장 년 등이다 복원 직후인 년의 설문 결과에서(19.2%/2005 ) . 2005

12) 년 조사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로 편의시설이나 주차에 대한2006 8.5%

요구보다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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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산  복 원 상 류 지 천

 무 응 답



는 전통공연장과 테마파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년에는 조2006

각공원과 공연장 야외음악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시민들이 청계천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와 방문자들이 노력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각의 조사의 항목들은 달랐으나 환경오염의 방지 년(51.4%/2005 ,

년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민 의식조사 및 생태관리58.7%/2006 , ),

새물맞이 방문자 만족도 조사 하천 보존노력 년(24.8%, ), (19.7%/2005 ,

년 등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유지 관리가 가장 많이 지적되17.5%/2006 )

었다 이 외에도 쓰레기 처리 등 주변 정리정돈을 잘한다 규제사항. ‘ ’, ‘

을 준수한다 는 시민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규제도 있으나 교통 혼잡 해’ ‘

소 및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한다 쉼터 벤치(17.7%)’, ‘ , ,

식수대 등 편의시설을 더 많이 설치한다 등의 편의 및 안내에(11.7%)’

대한 요구도 있었다.

또한 년의 조사에서 청계천 방문관련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구2006

했을 때 주차공간부족 명 인도확장 명 화장실부족 명 교통체(48 ), (33 ), (30 ),

증심각 명 편의시설부족 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27 ), (20 ) .



제 절 언론 분석3

청계천에 대한 언론의 시선 분석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인식과 반응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청계천에 대한 시민문화행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청계천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부정적 시선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계천 시민문화행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동안2005 9 1 2006 9 31 13

의 청계천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하여 핵심담론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언

론의 시선을 분석하 다 긍정적 시선으로는 청계천을 내외국인 대상 관광.

자원 시민문화공간 환경학습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 , ,

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공간화는 사안에 따라 미묘한 의견차이가.

있어 중립적 시선으로 분류하 다 한편 부정적 시선으로는 전통적 상권. ,

약화 반생태하천 진정성 부재 사회갈등 야기 물리적 하부구조의 문제, , , ,

등을 들 수 있다.

표 언론의 시선< 4-2>

언론

시선
핵심담론 키워드

긍정적

관광자원

내외국인 대상( )

서울의 명물 랜드마크 관광 프로그램개발( ), ,

관광시설 지원 맞춤 관광 야간 계절, ( , ),

시민문화공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청계천족 도심 휴식공간( ), ,

거리공연 예술 소통의 실핏줄 기업의/ , ,

문화예술마케팅 전통의 계승 각종 홍보의 장, ,

생태환경학습장
생태의 보고 생태탐방 및 교육 생태하천, ,

복원의 물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 부활 청계천 시너지효과 주변부, ,

재개발 청계천 조망권, ,

건축선 후퇴,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을 방문하고 청계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환 하면서 앞서 언급된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

면은 상쇄된 듯 하다 대신 청계천 방문객이 늘면서 시민의식 고양 공공. ,

적 가치에 대한 환기 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하천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른 범람의 문제들에 계절적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도심의 하수로 역할을 했던 과거 청계천의 특성이 현,

재에는 하천으로서 도시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

다 때문에 장마철인 월에는 기상상태와 함께 청계천의 범람여부가 집. 6, 7

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청계천에 대한 언론의 시선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계천 복원 초기의 약 개월간 년 월 월 은 복원의 정당성3 (2005 9 11 )～

과 관련된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청계천. ,

복원과 함께 새롭게 변모할 도심 문화환경 및 도심상권 부활에 대한 기대

감의 시선이 있는 반면 복원과정의 반생태성 역사성 무시 복원철학의 문, , ,

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복원의 타당성과 진정성에 관련된

비판적 시선 역시 강도 높게 제기된 시기이다.

중립적 시민의 정치공간 올덴버그 조형물 반대 시민의 정치참여,

부정적

전통적 상권 약화 재래시장 전통공구상가 쇠퇴 노점상 문제· ,

반생태하천
인공수로 인공분수 인공물의 한계성· , ,

복원철학의 문제

진정성 부재 역사성 무시 디즈니랜드류의 싸구려,

사회갈등 야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장벽천 차별천, ·

물리적

하부구조의 문제

안전사고 무방비 편의시설 부족 비호감적, ,

조형물



년 월 년 월 시기에는 철새가 돌아오고 수많은 동식물2005 12 2006 2～

들이 서식하는 등 직접적인 변화를 체험하면서 청계천의 생태환경이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청계천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및 민속 관광. ,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계천이 년 히트. 2005

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청계천 복원에 따른 긍정적 시선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이다.

년 월 월 시기에는 청계 하류권의 생태관광에 대한 논의들이2006 3 5～

지속되는 가운데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권활성,

화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집중되어 있다 긍정적 기대감이 팽배한.

반면 개발위주의 청계천 복원에 대한 비판 역시 상존하고 있다, .

년 월 월은 월드컵이 열리고 청계천이 복원 후 맞는 첫 장마2006 6 7～

시기 다 년 시민광장의 역할을 한 서울광장과 더불어 청계천은 또. 2002

다른 성격의 시민광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의 붉은리본 응원으로. SK

청계천 난간이 수놓아지기도 했으며 물과 함께하는 청계천 광장 응원도,

보도되었다 또 유난히 장마가 길었던 해 던 만큼 초여름의 하천 범람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이 일종의 평가 를 받는 시기 다 이‘ ’ .

때 청계천 물고기가 빗물과 함께 유입된 도심유해물질로 인해 떼죽음을 당

한 안타까운 기사도 소개되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시장의 선출로 인해 강.

북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선 기 서울시정에 청계천이 주요한 역할5

을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년 월은 엄청난 시민의 호응 속에 도심속 물놀이 공간으로 변한2006 8

청계천에 대한 이미지를 다루는 기사들이 많았다 일일 방문객의 수가 최.

고치를 계속 경신할 만큼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된 청계천은 무더

위를 탈출할 수 있는 도심속 비상구가 되었다 또한 청계천 미술제 등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해냈던 시기이다 방문객이 많았던 만큼.

청계천에서 열린 미술제에도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때 작품훼손 등으로 시,



민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월 이후 청계천 주변의 분양소식과 맞물려 청계천 복원이 가져온 경8

제적 효과에 주목하는 기사들도 나왔다 이들 기사를 보면 천변 조망권의.

확보 등이 주거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초 청계천 방문객이 천만을 돌파하면서 관련 보도자료들이 많았9 3

는데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류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인지 가을을 맞아 청계천의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많아

져 특히 월 말경부터 하류구간의 다양한 식생들에 대한 기사들이 다뤄지8

면서 하류구간의 방문객도 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청계천 상가의.

장지동 이전 그와 관련한 이중 업 전매금지 조치가 내려짐을 알리는 보, ,

도도 있었다 월 말경에는 복원 주년을 맞은 청계천 년을 돌아보는. 9 1 1

결산 성격의 보도 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에 대한 안내도 많았, 1

으며 가을이라는 계절적 특징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와 그 대상지로의 청계

천에 대한 기사들이 잇따랐다.

진정한 생태하천을 가꾸기 위한 방법들 청계천에 방생된 외래어종 채, ,

익기도 전에 사라진 사과 등과 관련 시민의식을 고양하자는 호소도 많았,

다.

이렇듯 청계천 자체의 행사와 변화 모습에 주목한 기사들도 많았지만,

한미 반대 시위 북핵 반대시위 등 중요한 정치현안이나 캠페인 응원FTA , ,

전 등을 여는 시민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계천의 모습도 꾸준히 나타

나고 있다.

표< 4 시기별 언론의 동향-3>

시기 주요 이슈

년 월 년 월2005 12 2006 2～
생태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 문화예술, ,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활용 년 히트상품 선정, . 2005



언론보도 자료들 중 시민의 인식과 문화행태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들을 위주로 구체적인 보도태도를 살펴보겠다.

관광공간으로서의 청계천1.

언론의 시선에서 드러난 청계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우선 청계천 복

원을 전후하여 청계천이 서울의 명물이자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로서 기능

하게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청계천 걷기.

와 도보관광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 모음으로써 도심관광을 활

성화시키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 특히 관광특구 지정 기념품 제작 청계천 관광버스 도입 등과 같이 관. , ,

련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건축선 후퇴를 통한 도심경관 재정비를 계획하는 등 관광자원으로서 청계

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명물1)

청계천은 복원 직후 서울의 명물이 되었다 각종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

을 받았을 뿐더러 외국인들에게 또 지방민에게도 서울에 가서 꼭 들러봐,

년 월 년 월2006 3 2006 5～
하류권 생태관광 상권활성화 경제적 효과, , ,
청계천복원에 대한 비판의식

년 월 년 월2006 6 2006 7～
시민광장으로서의 청계천 하천범람 청계천물고기의, ,
죽음 민선 기 정책에의 기대, 5

년 월2006 8
도심 피서지로서의 청계천 각종 문화행사 방학, ,
프로그램 주변지역 분양소식 청계천 효과, ,

년 월2006 9
주년 기념 청계천 보고 각종 행사 하류구간의 명소1 , ,

소개 청계천 상인들의 이전문제,



야 할 명소로 자리 잡았고 이는 청계천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월 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의 랜. 12 28 ,

드마크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년 위 던 청계천이2004 12 2005

년에는 위로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3 .

청계천 물길따라 걷다보니 서울유람 일세 각종 조형물과 역사유- , ‘ ’ .…

적 경관조경 등 볼거리도 풍성해 청계천이 원스톱 체험 여행지, ‘ ’…

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파이낸셜.( 05/09/21)

서울 경제문화지도 바뀐다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나는 청계천이 서울- , .

도심의 경제지도를 바꾸고 있다 복원된 청계천은 이미 그 자체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중국 등지에선 청계…

천 견학 신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경제.( 05/09/27)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청계천 더욱이 이번 사례가 외국의 환경전문- .…

가나 도시조형 전문가들의 연구과제로 부상하고 있어 서울의 국제적 지

위 향상은 물론 관광수요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

05/09/30)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

하는 서울의 명품 청계천 눈길이 머무르는 곳마다 명소다 세계‘ ’ . .(

05/10/01)

외국인들 원더풀 청계천 곳곳에 볼거리가 많아 귀국해서 주위에 자- . “

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개 여행사들이 청계천 관광상품을”...30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 05/10/12)

청계천에 아직 안가보셨나요 백만 명 다녀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 . 6 . ‘

크 로 떠오른 청계천은 시민생활과 주변지역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한국.( 05/10/30)

청계천 한국인 저력의 상징 청계천이 서울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 . .



한국 내 언론은 물론 외국 언론에서도 청계천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원된지 얼마되지 않아 인공적인 냄새가 다소 남아있기.…

는 하지만 하천지류에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복원되도록 하는 것이 결

코 쉬운 일은 아니다 청계천이야말로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명물이 아닌가 한다 서울경제.( 05/11/09)

서울 신명소 곳이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올들어 연이어 개- 4 .

장한 서울숲 청계천 국립중앙박물관과 년 문을 연 하늘공원은 연, , 2002

일 인해를 이루고 있다 문화.( 05/11/12)

이렇게 서울이 명소가 되다 보니 각종 외국인들 지방 방문객들에게 청,

계천은 꼭 들러야할 장소로 자리잡았다.

주민들 초청 청계천 등 구경 주민 여명을 서울로 초청해 청계- . 20… …

천과 청와대 등을 둘러봤다 문화.( /06/08/11)

외국인 숨은 서울 찾아라 지도 들고 명소체험행사 외국인들이- “ ” .… …

서울 지도를 들고 청계천과 남산 한옥마을 등을 찾아다니는 숨은 서‘

울 찾기 행사가 열린다 동아’ .( /06/08/11)

신한생명은 여름방학을 맞아 낙도 어린이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를 만들어 주기 위해 청계천 롯데월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머니투데이( /06/08/16)

다음달 일 복원 주년을 맞는 청계천에 무려 만여 명이 다녀가- 1 1 3100

는 등 명실공히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06/09/30)

청계천 관광 프로그램2)



청계천이 서울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각종 관광프로그램이 언론에 자주

소개되었다 도보관광 코스 체험관광 등 도심속 자연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 ,

킬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인기있는 걷기대회의 장소가 되었다.

보행로 확장 걷기 편한 청계천 재개발이 완료된 청계 가 상류부분- , 1-2…

은 불가능하지만 청계 가 삼일교 아래 하류지역은 넓은 보행공간이 생겨3

쾌적하게 바뀔 전망이다 한국.( 05/09/25)

스타와 걷는 청계천 청계천 시민걷기대회에 이들 스포츠 연예계 스타들- , ,

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가하기 전 에 접속 유인촌. mp3.chosun.com ,…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개그맨 노홍철이 들려주는 청계천산책 안내 음성파

일을 내려받으면 더욱 즐겁게 청계천을 즐길 수 있다 조선.( 05/09/30)

청계천 복원 그 후 도심이 되살아난다 넓어진 보행로 걷고 싶은 도시로- . ,

변신 청계천이 서울 도심을 걷고 싶은 도시 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 ’ …

청계천은 중랑천을 통해 뚝섬 서울숲과 녹색축 으로 연결되면서 도심, ‘ ’

에 걷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 05/10/05)

단순 관광 산책코스로만 알고 찾던 청계천도 서울 문화유산 해설사- , ‘ ’

의 안내와 해설을 들으며 걸으면 바로 역사와 문화공부가 된다 해설을.

들으려면 방문 일 전까지 인터넷예약을 해야 한다 코스는 청계광장3 . 1 ~

오간수교까지 시간 소요 코스는 오간수교 청계천 문화관까지2.7km(3 ), 2 ~

시간 반 소요 동아2.6km(2 ).( 06/01/04)

콘크리트를 걷어낸 청계천의 아름다움은 막상 물길을 따라 걸어보니 실-

감할 수 있었다 일 열린 문화일보 주최 제 회 청계천 건강걷기대회에. 22 1

참가한 시민 여명은 알록달록 꽃길을 따라 각종 철새들이 날아드는2400

모습에 매료됐다 참가자들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계쳔 고산자교 밑.

에서 살곶이공원과 응봉교를 거쳐 서울숲까지 모두 구간의 청계천7km

변을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했다 문화.( 06/04/24)



청계천 해설 탐방 참가자 지하철 이용 홍보 캠페인 서울메트로는- “ ” 6

일부터 월 일까지 시민이 청계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 탐방프로11 30

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올 때 지하철 이용을 권장하는 이용홍보 행사를

시청역 등 청계천 인근 개역에서 펼친다고 일 밝혔다 공원과 하천20 9 .…

을 돌며 예술과 건강 등 문화 강연을 하는 청계천 걷기 생태환경을 탐방,

하는 생태학습 삼일교 등 복개구조물 탐방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서울, .(

/06/07/10)

청계천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청계천과 연관된 주변지역 명소 맛집,

등이 소개되는 기사도 종종 나타난다 청계천 복원 이후 새로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곳으로 특히 역사가 오래된 책방 창신동 옷 만드는 집 주교동, ,

공구 상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청계천 주변 먹자골목 분위기에 취하고 맛에 녹는다 서울 최고의 명소답- .

게 최고의 먹자골목에 형성돼있다 퇴근길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에 발맞춰 찾아가면 반기는 음식점 골목이 지천으로 깔렸다 문화.(

05/11/03)

고기하면 마장동이죠 최근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축산물시장이- “ ”…

깨끗한 시설과 개선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청계천 복.

원 이후에 관광이나 산책을 겸한 손님들이 마장동을 많이 찾는다 내일.(

/06/09/15)

관광자원 개발 시설 확충3) ,

청계천이 복원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자 관광자원 개발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청계천이 관광장소로 더욱 매력있는 곳이 되도록.

각종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주변지역에서는 공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문화관광쇼핑 중심지로 거듭난다 세기판 거리의 예술가들이 청계천변- . 21

에서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운다 청계천변에서 책을 사고 팔던 흐뭇한…

모습도 현대판으로 되살아 난다 종로 극장가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서울 도심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관광…

명물은 역시 청계천의 다리들 청계천은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쇼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관광지다.…

근처 동대문운동장 내 풍물시장에서는 골동품과 생활잡화를 싼 값에 고

르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서울경제.( 05/09/28)

청계천이 관광코스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경복궁 종묘창경궁 덕수궁- . , , ·․
정동 등 대문 안 주요 문화재와 고궁을 연계한 관광코스에서 실시해온4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하는 도보관광 대상에 일부터 청계천과 북‘ ’ 5

촌 운현궁 두 지역을 추가 한국경제· .( 05/10/03)

청계고가 철거물 활용 기념품 판다 청계천 준공에 맞춰 다리와 명소를- .

활용한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출시 판매한다 이번 기념품 제작을 염두, .…

에 두고 청계고가 철거 후 발생한 돌과 콘크리트 조각들을 확보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머니투데이.( 05/10/16)

지난 주말인 월 일 오후 청계천변 광통교 옆에 청계천의 새 관광명- 11 26

소가 들어섰다 관광타워 마당 이라 이름붙여진 이 시민휴게마당. ‘T2( ) ’

은 한국관광공사가 야외카페로 임대하던 평 공간에 나무데크와 분수150

식 야외무대를 설치해 상설공연무대나 지자체 축제홍보마당으로 활용하

기 위해 도입한 것 청계천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화휴식공간.

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홍보 마당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문화.(

05/12/03)

청계천 상류보다 자연친화적인 청계천 하류와 도심속 자연쉼터로 각광받-

고 있는 서울숲 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활성화 방안이 본격‘ ’



적으로 추진된다 고산자교 제 마장교간 주변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 ~ 2…

조성하면 자연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된 청계천 하류구간의 관광이 본격

적으로 활성화할 전망 문화.”( 05/12/19)

하루 평균 방문객이 수만명에 이르지만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을 주고 있-

는 서울 청계천에 원짜리 동전을 넣고 사용할 수 있는 만원짜100 9000

리 개의 무인 화장실이 설치된다 특히 새로 만들어지는 화장실은8 . 24…

시간 개방 야간시간대에 청계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05/12/20)

내년 월 서울 도심에 자전거형 택시 가 첫선을 보인다 자전거형- 4 ‘ ’ .…

택시는 청계천의 경우 차량통제를 가정하고 청계광장 오간수교 구간을~

달리며 인당 요금은 만원 시간 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승객은 가, 1 1 (1 ) . “…

이드 역할을 겸하는 운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때나 원하는 장소에

내려서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다 서울.”( 05/12/21)

청계천 복원 결과 자체가 올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친환경상품이-

었다 그 결과 현재 청계천은 전국에서 하루 평균 여만 명이 찾는. 20…

서울 최고의 관광명소가 됐으며 이는 화관 신문 등 매스컴을 통, , TV,

한 홍보 외에도 청계천 뮤직비디오 제작 개 품목 종에 이르는‘ ’ , 13 27

각종 기념품 제작 지방도시 청계천 홍보탑 설치 등 세세한 곳에 이르는,

전략의 효과적 작동에 의한 것이다 국민.( 05/12/29)

서울시는 일부터 청계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청계천 경 기념도- 11 8

장을 찍어준다 청계 경에 기념엽서 등에 찍을 수 있도록 도장을 비. 8…

치했다 시는 또 청계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엽서세트 종을 별도로 제. 2

작해 판매에 들어갔다 엽서에 청계천 도장을 개 이상 찍을 겨우 청계. 5…

천문화관 포토존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내일50% .(

06/02/13)



서울 세종로 광화문빌딩 숭인동 네거리 사이 청계천 주변 종로 일대가- ~

종로 청계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전의 관광특구 곳이 자연발생적으~ . 3…

로 관광지로 성장한데 반해 종로 청계관광특구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의·

지로 조성된 청계천 일대를 끼고 지정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화.(

06/03/27)

청계천 층버스 서울 명물 떴다 층 순환버스가 서서히 이동하자- “ 2 ” . 2

안내원이 바깥풍경을 설명한다 버스 층 창밖으로 청계천 물줄기가 시. 2

원하게 펼쳐진다 어느새 고산자교에 도착했다 버스는 이곳을 돌아 청. .…

계천을 거슬러 올라간다 너무 신기하고 아래쪽에서 리는 차들이 안. “

보여 시원했다 세계.”( 06/05/05)

청계천 상류를 한바퀴 돌아 인왕산길에서 북악 팔각정까지 서울 도심의-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을 다지는 자전거대회가 열린다 문화.( 06/05/23)

청계천 분수 새벽 시까지 가동 최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청계천을- 1 …

찾는 시민이 많아지자 오는 일까지 청계천의 모든 분수를 새벽 시까20 1

지 연장 가동한다고 일 발표했다 한국경제4 .( /06/08/04)

외국인 많이 오가는 지역 공사안내판 어로 쓴다 앞으로 청계천- “ ” ·

이태원 인사동 등 외국인이 많이 오가는 곳의 공사장엔 어로 쓴 공사·

안내판이 설치된다 조선. ( /06/08/15)

청계천 층버스 계속 달려요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월 말-“ 2 ” “ 8

까지 임대버스를 운행한 뒤 월에 신형 층 버스 대를 도입하는 것이11 2 2

었으나 청계천 층버스가 이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명물2 ‘ ’

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개월이나 공백이 생기면 청계천과 서울6

홍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됐다 동아”(

/06/08/17)

청계천 유모차 무상 대여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청계천을 찾는 시민- “ ”



들에게 유모차를 무상 대여해주기로 했다 조선. ( /06/09/25)

맞춤관광 야간관광 여름 피서지4) - ,

청계천은 평상시에도 주변 볼거리와 더불어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지만

특정시기에 더욱 많은 방문객을 맞았다 청계천의 경관과 어우러진 행사들.

에는 어김없이 많은 방문객이 찾았고 청계천 조명으로 인한 야간관광은 공,

동화 현상을 보 던 도심에서 또다른 풍경을 연출하 다 또한 도시를 벗어.

나지 못하는 여름철 시민들에게는 좋은 피서지가 되기도 했다 첫 여름을.

맞은 청계천에 대한 다양한 스케치가 여름철을 집중해 이루어졌다.

도심 밤풍경이 변했어요 복원 이전 심야에는 인근 주점가 취객들만의- .

해방구 던 청계천변이 손 맞잡은 가족과 부부 연인 친구들로 발 디딜, ,

틈이 없다 청계천은 밤이 되면 다양한 색감과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

공해 젊은이들의 사진촬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보다 다양한 볼거” “…

리를 제공한다면 청계천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야간 시민휴식공간으로 자

리잡을 것 한국”( 05/10/13)

청계천으로 가자 청계천은 이제 밤이 즐겁다 밤이면 몰려오는 사- - .夜 …

람들을 맞기 위해 청계천의 시작지점인 관철동 일대나 종로 가 국일관3

주변 광장시장 등은 하루가 다르게 변신하면서 갖가지 구경거리와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물찾기를 하듯이 감춰진 먹을거리, .

와 볼거리 등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 청계천의 밤을 즐겨보자 문화.(

05/11/03)

청계천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야경이 더욱 화려해진다 서울시는 청계천- .

시점부 고산자교에 이르는 복원구간 가로수에 야간조명을 새로~ (5.8 )㎞

설치 일 불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세종문, 15 . ,

화회관 앞 루미나리에도 이날부터 불을 밝힌다 서울.( 05/12/09)



시민들의 발길은 특히 청계천 앞 광장 소망트리에 머물렀다 요즘 경- . “…

제도 어렵고 뒤숭숭한 뉴스가 많아 우울했는데 막상 빛의 축제를 보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조선.”( 05/12/19)

청계광장 지친 발길 보듬고 사랑의 물길 틔우고 특별히 정한 것도- , . “

아닌데 아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발길이 이어졌다 온갖 소” “…

망이 적힌 트리와 찬란한 조명 끝없이 흘러가는 물을 보고 있으니 왠지,

내년에는 모든 일이 잘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작은 광장 하나가” “…

삭막한 도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다 동아.”(

05/12/30)

루미나리에 가 있어 서울은 밤이 좋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청계- ‘ ’ ! …

천 일대 루미나리에 조형물과 청계천에 비친 도시 야경이 어우러져 말.

그대로 환상 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청계광장에서 광통교까지‘ ’ .

여 구간은 불이 켜지는 오후 시 이전부터 점등을 기다리는 인파200 m 6

로 붐빈다 이곳에 설치된 소망트리에는 이미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

소망을 적은 쪽지를 걸어놓았다 조선.( 06/01/21)

냐하 시원하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인 월 첫 날 도심 속- “ , ! ” 8 , ‘

의 계곡 청계천을 찾은 사람들이 흐르는 물 위를 걸으며 더위를 식히’

고 있다 국민. ( 06/08/01)

청계천도 피서지 장마가 그치고 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 “ ” 30

지는 가운데 일밤 최저 기온이 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으로 더위를1 25

이기지 못한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에 나와 더위를 식히고 있다 머니투.(

데이/06/08/02)

청계천에 발 담그고 도심서 더위사냥 한강변 등 피서지 각광 밤 시- " " . 11

무렵 청계천 일대에서는 여명의 시민들이 밤나들이를 하고 있었다150 .

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피서를 떠나지 못한 시민들이 잠못드는 밤3



을 달래려 청계천변으로 나온 것이다 시민들은 청계천변을 산책하거나. ,

냇물에 발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청. …

계천에 발을 담근 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꼭 계곡에 온 듯한. "

느낌 이라며 도심 안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만족스럽다 고 말했" " "

다 청계천은 한밤 피서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편의점들이 매출 급증.…

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경향.( /06/08/03)

요즘 야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청계천 시점부인 청계광장-

일대와 동대문 오간수교 일대로 야간에만 만여명이 산책나오는 것으로6

공단은 집계하고 있다 청계천은 지난 일 온도측정결과 한낮 청계천이. 1

남대문 일대보다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8 .( /06/08/04

도심문화공간으로서의 청계천2.

언론에서 드러난 청계천의 또 다른 역할은 도심의 시민문화공간으로 기

능한다는 것이다 우선 청계천의 복원과 함께 청계천족 등 새로운 라이프스.

타일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청계천에서 문화의 향기가 흐르도.

록 청계천 아티스트의 공연을 연중 지속하고 절기에 맞춰 민속놀이를 재현,

하며 조명시설을 통해 야간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청계천을, .

둘러싼 각종 자원봉사 활동과 참여를 통해 세대와 세대 과거와 현재를 이,

어주는 소통의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를 통.

해 청계천은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이자 문화예술이벤트의 공간으로 그 성격

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계천의 문화적 기능에 착목한 기업들은.

발빠르게 청계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문화예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청계천족1) ( )

새로운 청계천 라이프스타일 청계천은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있- .

다 청계천이 내려다보이는 빌딩에서 일하는 김 씨는 청계천변에서 근. oo

무하고 식사하고 데이트도 즐기는 청계천족 이 됐다 동아‘ ’ .( 05/09/23)

나는야 청계천의 서울리안 청계천 주변 직장인들의 패션 트렌드에 변화- .

가 일고 있다 청계천 산책로가 새로운 출퇴근 코스로 각광받으면서 정장.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직장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 청계천 통수 이후 미…

국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뉴요커를 낳았듯이 청계천이 서울리안을 양산하

고 있는 셈이다 헤럴드경제.( 05/10/25)

서울시 직원 진병환씨는 청계천이 복원된 후부터 마라톤으로 출 퇴근하- ·

는 청계천 마라토너 이다 이처럼 청계천을 따라 광화문이나 시청 주‘ ’ .…

변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다 청계천 주변 정거장에 내려서 가볍게 걷는 알뜰 건강족 이‘ ’

대부분이지만 진씨처럼 아예 집에서 직장까지 내달리는 선수 들도 간‘ ’

혹 눈에 띈다 산책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화를 신고 속보로 걷는. “…

넥타이족도 많고 하이힐 대신 간편한 신을 신고 핸드백을 뒤로 멘 채 걷,

는 미니스커트 차림의 아가씨도 있습니다 도심 일반 거리에서 그랬다면.

이상하게 쳐다봤겠지만 청계천에서는 전혀 낯설게 보이지 않죠 한국.”(

05/12/02)

도심 속 생태 문화 휴식공간2)

청계천 문화가 흐른다 서울시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청계천은 역사 속- , .

에서 하수와 오수가 흘렀던 개천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여년의 역사를 고이 담아 문화적 향기는 살려냈으며 인공하천이지만600



자연하천의 향기를 그래도 옮겨 풍요함과 안락함이 더해진 새 청계천‘

의 시대 가 오는 것으로 봐야 옳다 파이낸셜’ .( 05/09/21)

황조롱이 버들치 돌아온 서울 매연의 도심이 생태도시로 도심이 생태- , . …

휴식공간으로 바뀐 것도 서울시민으로서는 큰 소득이다 국민( 05/09/25)

새물길 여는 청계천 휴식공간 재탄생 청계천이 이미 도심생활에 막대한- . .

향을 미치고 있음을 새삼 실감케 됐다 지금까지 도심에서 건물만“…

쳐다보던 직장인에게 청계천 복원은 새로운 활력소 라며 청계천에 물” “

이 흐른 뒤부터는 가족을 데리고 자주 오게 된다 고 말했다 세계” .(

05/09/26)

가족끼리 연인끼리 휴일 청계천 구름인파 청계천이 공식 개통된 뒤 서- , , .

울 도심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서울경제.( 05/10/02)

서울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바뀐다 청계천변은 도심의 오아시스가 됐다- . .…

그곳에 가면 예향에 취하고 인정이 되살아난다 도심을 가로질러 질주하.

던 회색빛 정서가 분홍빛으로 절로 바뀐다 쉼터다 헤럴드경제. .(

05/11/01)

청계천 복원을 두고 생태적 고려와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혹평도 있었지-

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

가인 듯하다 국민.( 05/12/02)

서울 중구는 청계천을 찾는 관람객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

해 년 말까지 구청앞 주차장 광장을 열린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2006 .

이 주차장공간은 지상 층은 청계천 투어 및 구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1

공간으로 지하 층은 구청 사무실과 구내식당 휴게실 문서고 등으로, 1 , ,

활용된다 내일.( 05/12/08)

도시인을 위한 생활형 휴식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 대박을 터뜨리-

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청계천은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그 역을 확장.



해가고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조깅이나 산책장소 데이트장소로 수시로. ,

얼굴을 바꾸고 있으며 인근의 대형서점과 결합돼 책을 사고 한번 들르는

도심 나들이 코스로도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시너지 효과는 이제 시작이.

다 서울.( 05/12/23)

도심 물가에서 펼치는 예술축제 제 일 새달 일 청계미술- ‘ ’ 2 /18 ~ 11 ‘

제 여름 휴가철 청계천에 한바탕 설치미술 축제가 열린다 청계천’ . . …

이 점점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본디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겨레. ( 06/07/15)

청계천의 첫 여름 상상 개구쟁이들의 물장구 소리가 요란하다- “ ‘ +’” ...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어릴 적 개울가만큼이나 왁자지껄하다 누구랄 것. .

도 없이 그 개울의 추억을 길어올리듯 첨벙첨벙 손발을 적시기 바쁘다.

년 여름의 청계천은 그 면면한 역사의 개울을 넘어 시민의 품에.2006…

안겨 있다 청계천은 불과 년새 시민 모두의 넉넉한 쉼터로 자리잡았. 1…

다 서울. ( /06/08/11)

도심에 이런 수변공간 있는 건 축복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 …

청계천하류와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중랑천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

한 조선시대 교량인 살곶이다리를 지나 뚝섬 서울숲에 이르기까지 환상

적인 코스를 걷는 동안 가슴속까지 상쾌함이 느껴졌다 도시 안에 이렇게.

넓고 탁 트인 수변공간이 있다니 축복이 아닌가 싶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더 활기차 보인다 문화.( /06/09/12)

거리공연 예술 촉진3) /

청계천은 복원된 이후 도심 속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가 열리는 공간

으로 자리잡았다 민속놀이 청계천 아티스트 등의 거리 예술이 펼쳐지는 장. ,

이었으며 도시민의 건강을 위한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



청계천 따라 문화도 콸콸 청계천 아티스트 명 마임 등 공연- ‘ ’. ‘ ’ 36 .

청계천 주변이 서울시민문화마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수준 높은 거리 예.

술가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시립미술관 역사미술관 세종문화회관, ,

등 주변 문화시설의 가을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경향.( 05/10/06)

청계천에 문화예술이 흐르게 하자 새로 생겨난 천변 문화공간에 문화예- .

술이 살아 숨쉬는 콘텐츠를 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다행스럽게.…

도 서울문화재단이 청계천 주변에서 공연을 펼칠 아티스트를 모집하고,

곳곳에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무용 연극 음악 마술 등의 공연과 축제

를 벌이고 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천변지역은 사시사철 그리고.

밤낮으로 활기차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 05/10/28)

청계천에 거리예술 르네상스 복원된 서울 청계천은 도심의 대표적인 시- .

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아기자기한 산책로나 화려한 조명같은 하드웨어만이 아니다 클래식.

마임 살사댄스 힙합에 사물놀이 국각공연은 물론 즉석 캐리커쳐 화가까

지 곳곳에서 거리의 예술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청계.

천의 핵심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청계천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

청계천과 함께 계속 흘러갈 것 한국.”( 05/11/04)

청계천 공연 열기 겨울을 녹인다 한겨울 동장군 앞에서도 청계천 거리공- .

연은 계속된다 당초 야외무대 활동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모를. ,

통해 뽑힌 청계천 아티스트들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달부

터 내년 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2 .( 05/12/03)

여명의 아티스트 청계천 더욱 빛낸다 문화가 가득한 청계천 아티- 50 . ‘ .’

스트 명이 청계광장 모전교 광통교 장통교 황학교 두물다리를 음악56 , ~ , , ~

과 무용 연극 그림으로 수놓는다 특히 주말 오후에는 시간마다 아티스, , .



트가 바뀌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한 년간은 인내심을 갖고. “ 1…

팬을 끌어모을 생각입니다 음악을 찾아 청계천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저도 시민들도 풍성해지겠죠 아마추어 예술가들 덕택에 청계천이 문, .”

화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 06/04/21)

시내 곳곳에서는 송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이벤트가 열린다 청계천- .…

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일에는 청계천 방문객 만. 3, 4 1,000

명 돌파를 기념하는 민속놀이 디카 촬 대회 등이 펼쳐지고 청계광장과, ,

모전교 일대에서는 청계천 거리아티스트들과 여행스케치의 공연 등이 계

속된다 한국.( 05/12/02)

복원 개월째를 맞아 청계천 특수에 힘입어 청계천변에 시민 상인 등의- 2 ,

자발적인 축제와 공연 문화홍보 공간이 생겨나는 등 청계천 주변 풍속·

도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제 의 문화물결이 일 경우 청계천이 도심속 문화공간으로2

발돋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말연시 청.…

계천변은 각종 문화이벤트와축제로 넘쳐나고 있다 종로구 관철동상가번.

회가 장통교 옆에 조성된 피아노거리에서 한달간에 걸쳐 펼칠 피아노

거리축제는 청계천 복원 후 청계천변에서 열리는 주민의 자발적인 축제

로는 처음이다 문화.( 05/12/03)

봄맞이 문화행사 풍성 매주 토 일요일 청계천 일대에서는 청계천 아티- . ·

스트들의 마임 전통무용 민요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청계천· · . ·

북촌 운현궁 고궁 등 코스별 도보관광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 되며 미· · ,

리 예약하면 서울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른 봄기운 을 만‘ ’

끽할 수 있다 서울.( 06/02/20)

청계천의 다리 개가 월 초부터 월드컵다리 로 꾸며져 월드컵을 주- 3 5 ‘ ’

제로 한 문화축제의 장이 된다 조선.( 06/03/16)



청계천 하류에 문화발전소 가 생긴다 서울문화재단은 일 동대문구- ‘ ’ . 29

용두동 청계 가 청사 옛 성북수도사업소 를 주민과 예술가가 어우러지는9 ( )

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고 밝혔다 우선 층 벽을 허물어 청계천이 내려. 1…

다보이는 열린광장 으로 조성하고 층은 갤러리 공방 작은공연장을‘ ’ , 2 , ,

만든다 층은 잡지책 화 연극자료 등을 둘러보면서 음료수를 마실. 3 · ·

수 있는 카페처럼 만든다 지하는 인디밴드 등의 공연장이 들어선다‘ . .

서울( 06/03/30)

환경재단 그린페스티벌은 지구의 날을 전후해 일 청계광장을 비롯- 21-23

한 종로 가 광교 구간에서 청계천 야외공연축제 를 개최한다1 ‘2006 ’ .

서울경제( 06/04/14)

한국관광공사는 월 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시 분부터 청계천을 찾- 6 7 6 10

는 시민들을 위해 공사 마당에서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갖는다 국T2 .(

민 06/05/18)

최근 청계천 초입에는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입체미술품들-

이 설치돼 피서객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서울문화재단. …

이 주최하는 제 회 청계미술제 미운 오리의 비상의 일부다 환경과 인1 ' ' . '

간을 화두로 한 기발하고 재치있는 작품들이 설치됐다 청계미술제는' . …

청계천 거리예술가를 비롯해 청계천을 문화공간으로 가꿔보자는 취지에

서 개최됐다 미술제의 제목 미운 오리의 비상은 과거 복개공사로 도로. ' '

아래 묻혀 있던 어둠의 공간이 복원공사를 통해 거듭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향. ( 06/08/07)

일 오후 청계광장과 청계천 수변무대에서 이색 패션쇼가 열렸다 폐타- 11 .

이어로 만든 옷을 선보이는 무대 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촌 이. ( )

제 회 청계미술제 폐막식 행사 중 하나로 마련한 이번 패션쇼의 폐타이' 1 '

어 의상은 중국 작가 장웨이가 만든 것으로 모두 벌이 무대에 올랐다, 60 .



패션쇼가 끝난 뒤에는 작품 설명도 이어졌다 경향.( 06/08/12)

서울시 월 문화행사 풍성 월 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상징- 9 ‘ ’ 9 14

조형물인 스프링 준공 제막식이 추석을 앞둔 일에는 청계광장에‘ ’ , 30

서 청계천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문화.( 06/08/29)

일 월 일 사흘 동안 청계천 복원 한 돌을 기념해 청계광장 천- 29 ~10 1 ·

변 다리 곳곳에서 축제가 열린다 한겨레· . ( 06/09/16)

추석맞이 동대문 패션 대축제 서울 중구는 일부터 다음달 일까지 동- ; 21 5

대문관광특구 일대에서 추석을 앞두고 할인 판매 및 경품 행사 등을 하

는 추석맞이 동대문 패션 대축제 를 연다고 일 밝혔다 행사 기간‘ ’ 18 .

청계천 버들다리광희시장 앞 특설무대 등에서는 록밴드 공연비 보이, , -

댄스 공연패션쇼 등도 진행된다 국민, .( 06/09/18)

최근 국악연주회장 풍경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

격식을 갖춘 공연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이나 로비 청계천, ,

갤러리 패션쇼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국악 공연은 다소 엉뚱하지만 재,

미있고 신선하다 국민.( 06/08/24)

청계천 복원 주년 축제 환경 첨단의 만남 서울시는 매년 월 일이- 1 · ; 10 1

포함된 주말을 이용해 청계천 축제를 열기로 문화( 06/09/27)

서울 도심 곳곳이 미술관처럼 꾸며진다 서울시는 년까지 도심 곳- . 2010…

곳에 벽화나 조각을 설치하는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고‘ ’

일 밝혔다 청계천 가로변과 인사동 홍대 앞 등에는 공모 또는 대28 . ,…

학 협력 방식 등 여건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찾아 조각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문화.( 06/09/28)

저글링의 마술사 로 불리는 미국의 거리극 예술가 데이비드 클레이패- ‘ ’

치 사진 씨가 서울 거리공연 축제 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51· ) ‘ ’

았다 국내외 거리극 예술가가 참여하는 서울국제거리공연축제 는. ‘ ’…



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펼쳐진다 동아1 .( 06/09/30)

시민 생활체육의 장4)

청계천 산책로는 도심에서 자동차 등 다른 방해물이 없어 걷기에 최적

인 장소로 자리잡았다 이에 다양한 걷기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행사와 관.

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걷는 장소로 이용하는 모습이 보 다.

제 회 하이서울마라톤이 월 일 청계천과 한강 일대에서 열린다 이- 4 10 1 .

대회는 도심 속 생명 천 으로 지구촌 명물이 된 청계천을 맘껏 달릴‘ ’

수 있는 마스터스 마라토너들의 축제 청계천이 년 만에 복원된 지. 47 1

주년을 기념해 달리는 대회다 청계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청계 경 청계광장 광통교 수, 8 ( , ,

표교 패턴천변 빨래터 참여와 화합의 벽 하늘물터 버들습지 을 온몸, , , , , )

으로 느끼며 달릴 수 있다 동아.( 06/08/16)

롯데백화점은 환경사랑 실천의 이벤트로 월 일 청계 가 고산자교 밑- 9 3 9

광장에서 출발해 청계광장까지 편도 약 거리에서 진행되는 청5.8Km ‘

계천 걷기 대회 를 진행한다 머니투데이’ .( 06/08/22)

청계천 걷기 여명 참여 성황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이날- ‘ ’ 5000 …

오전 시 동대문구 용두동 청계천 고산자교 아래에서 출발 황학교 오8 , ~

간수교 청계광장을 거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이르는 구간의~ 5.8㎞

청계천 변을 걸으며 맑은 물길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다 문화.(

06/08/28)

전통의 계승5)

청계천 일대를 이용 다양한 민속놀이 등이 개최되면서 과거 노천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놀이들이 소개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역.

사와 관련한 행사 전시 등도 청계천을 통해 소개되었다, .

박물관 청계천에 설놀이 가세 이번 설날에는 청계천에서 방패연을- · ‘ ’ .

날려보자 청계천의 광통교에서는 전통연 날리기 줄타기 평택농악 등. , ,…

이 청계광장에선 가훈 써주기 설 그림엽서 보내기 소원문 쓰기 행사가, , ,

열린다 조선.( 06/01/25)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가 년만에 재연된다 지난 년 마지막으로- 81 . 1925…

열린 이래 년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중구는 대보름인 일 오후81 . 12 3

시부터 광통교와 주변지역에서 연날리기 제작 시범과 시연을 하는 한편

제기차기 널뛰기 윷놀이 떡메치기 팽이치기 등 세시풍속 민속체험 한마

당을 벌인다 이날 청계천을 찾는 시민과 주민들은 광교 광통교 모전교~ ~…

구간을 오가며 다리밟기를 하고 아울러 쥐불놀이 강강술래 불꽃놀1km

이 등 민속놀이에도 참여할 수 있다 매일경제.( 06/01/31)

청계천이 복원된지 년째를 맞는 올해 청계천 일대에서 전통민속놀이 재- 2

현행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한. 20

식 단오 백중 추석 설 정월대보름 등을 전후해 연간 회 정도 청계광, , , , , 6

장과 광교 등 청계천 일대에서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할 예

정이다 문화.( 06/03/20)

닥종이로 빚은 청계천 풍경 서울역사박물관은 청계천문화관에서 닥- . ‘…

종이로 만든 청계천 추억 나들이 전을 연다고 일 밝혔다 전시는 크’ 21 .

게 청계천의 옛 모습 과 청계천의 오늘 이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 ‘ ’ .

서울( 06/07/22)

서울서 전통공연 즐겨볼까 가을로 접어드는 월 한 달간 남산 한옥마- ; 9

을과 청계천 지하철역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

다 매일.( 06/09/02)



소통의 실핏줄6)

그들에게 청계천은 삶의 일부이자 전부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청계천에- .

다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소생 을 의미한다 청계천을 아‘ ’ …

끼는 세대가 한자리에 모 다 이들은 청사랑 회원 대인 김씨에2060 . 60…

게 청계천이 추억의 공간 이라면 대 손씨에게는 추억을 만들어갈‘ ’ 20 ‘

공간 이다 동아’ .(’ 05/09/14)

청계천 세상과 세대를 연결하는 실핏줄 놀라운 것은 한 자가 조금 넘는- , .

깊이의 청계천이 거리와 거리 세대와 세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

소통의 실핏줄 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 ’ .( 05/09/23)

대한예수교장료회 통합총회 직장선교후원회는 일 서울시청 강당에서- 12

청계천 사랑의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봉사단은 일부터 일까. 13 31…

지 매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청계천 안내 안전요원 배치 환경10 4 , ,

미화협조 및 차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국민일보.( 05/12/13)

안내 안전 지식도우미 로 봉사 청계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사- ‘ · · ’ . ‘ ’(

랑 은 청계천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자원봉사단이다 안전지키미 와) . ‘ ’

환경 안내도우미 지식나누미 로 분류돼 일주일에 차례씩 시간‘ · ’ ‘ ’ 2 8

활동한다 매주 빠짐없이 나오는 자원봉사자 여명을 포함해 등록회. 1000

원만 만명이 넘는다 주 연령층은 대이지만 대 청소년도1 . 50~60 , 10 , 80

대 어르신도 참여한다 도심에 흐르는 물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던지. “…

요 다른 곳에서 봉사하던 시간을 쪼개서 나왔지요 청계천을 보며. .” “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그걸 보며 우리가 즐겁습니다 도심이 한결 부드러, .

워진 느낌이에요 서울.”( 06/04/21)

어른들 먼저 바뀌려고 노력하마 마음을 여는 약속 캠페인 국- “ ” ‘ ’ ;…



민운동연합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11

제회의장에서 마음을 여는 약속 캠페인 선포식 을 갖고 청소년들에게‘ ’

선포식에 이어 전국 시 도 개 폭력추방 지역협의회가 서울 청계천· 16…

과 광주 충장로 등지에서 약속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펼쳤다 국.(

민06/08/12)

기업의 문화마케팅7)

은행권이 청계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거액의- .

기부금을 내면서 사회공헌은 물론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서.(

울경제 05/09/29)

직원쉼터를 시민편의공간으로 주 가 청계천 개통을 기념해 본사 사- . SK( )

옥의 청계천 부근 화단 등 직원용 휴식공간을 시민공원으로 꾸며 개방한

다 파이낸셜.( 05/10/03)

청계천 옆 쉼터 마케팅 청계천 주변의 기업들이 사옥 앞 공터를 잇따라- .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 중앙.( 05/10/07)

조흥은행 청계천 작은 음악회 개최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며 청계천을- , .

찾은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교 아

래에서 음악회를 개최 스탁데일리.( 05/10/20)

한화 각종 공연 등 청계천 문화 선도 청계천문화 시대를 연다 청계천- , . .

기업을 표방하는 한화그룹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청계천 문화를 선도

할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공헌행사를 열어 소외계층에…

게도 청계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서울경제.(

05/11/08)

하나은행은 일 중구청과 함께 정월 대보름맞이 청계천 광통교 다리- 12 ‘



밟기 행사를 지원하며 지역문화축제 마케팅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이날’ .

행사가 열린 청계천 광통교 부근에서 축제 참가자들을 위해 달맞이 포토

세트를 설치해 폴라로이드 사진 서비스 및 휴대폰 클리너 개 등 기2000

념품 배포 다리밟기 경연대회 이벤트를 실시했다 머니투데이, .(

06/02/12)

롯데백화점은 오는 일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청계천 새봄맞이- 4

문화페스티벌 후원행사로 주말을 맞아 청계천을 나들이온 서울시민들에

게 다양한 문화이벤트와 다양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일 밝혔다2 .…

이번에 마련한 행사는 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차별화된 이“ 3

벤트와 테마행사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 청계천을” “…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서울의 주말명소로 만들고 문화행사,

외에도 친환경캠페인도 마련해 서울시민과 함께 청계천을 지켜나갈 것이

다 이데일리.”( 06/03/02)

한화그룹은 일부터 월까지 장교동 본사 근처 청계천 베를린광장에- 26 10

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까지 수요예술제11 30 2

와 금요정오음악회를 연다고 일 밝혔다 한겨레26 .( 06/04/27)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즉-

석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릴라 마케팅 이 유행하고 있다 전자는‘ ’ . LG…

청계천 인근에 휘센 에어컨을 설치한 구조물을 마련 산책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쐴 수 있도록 하는 휘센 바람길 을 운 하고 있다 동대문 사‘ ’ .

거리에 위치한 오간수교 등 장소를 옮겨다니고 있다 조선.( 06/09/05)

제일모직은 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 캠페인 선- 14 ' '

포식을 갖고 이날 아름다운가게에는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과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여명이 참여해 기증물품 만여점과 빈폴 제품1,500 1

여점 억원 상당 이 판매됐다 서울경제3,900 (7 ) . ( 06/09/14)



전자 아트디오스 가을 음악회 개최 전자는 지난 일 저녁 시- LG , LG 22 6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아트디오스와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를 가졌다' ' . …

전자는 청계광장 한편에 아트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LG

전시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머니투데이.( 06/09/24)

삼성화재는 일 서울 청계천과 본사 사옥에서 추석맞이 나눔대축제 행- 23 ' '

사를 진행했다 머니투데이.( 06/09/24)

각종 홍보 마당8)

청계광장은 서울의 대표 광장으로 자리잡으면서 각종 이벤트의 홍보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 도심의 새로운 명소로 태어난 청계천 일대에서 강원도를 상징하는-

한겨울 눈꽃축제 홍보 이벤트가 열린다 청계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축.…

제 이벤트를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년 동계올림픽 후보도2014

시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평창군은 밝혔다 조선.( 05/12/12)

장애인 예술단 내한공연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어 이들은 일 청계- " "; 2中

천에서 약식 공연을 간진 뒤 일 잠실운동장에서 시부터 꿈의 무대, 3 5 7～

를 가진다 한국.( 06/08/30)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산모시 패션쇼가 품격 높은 세련미를-

선보여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패션쇼는 서천군청과 한산.

모시산업화 클러스터 사업단이 주최하고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것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철 최고급 전통 섬유 옷인

한산모시옷을 홍보키 위해 마련됐다 서천신문. ( 06/08/07)

한국전산원 원장 김창곤 은 사내 교양강좌프로그램 청계- ( www.nca.or.kr) '

아카데미를 운 키로 했다고 일 밝혔다 한국전산원 건물이 청계천이' 13 .



시작되는 청계광장에 위치해 있어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

일 오전 시 분부터 시간 동안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빙8 30 1

해 특별강연을 연다 아이뉴스. ( 06/09/13)

생태하천으로서의 청계천3.

청계천 복원의 가장 큰 의의는 도심에 친환경공간을 회복했다는 점일

것이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청계천 복원과 함. ,

께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철새가 찾아드는 등 어느 정도 생태환,

경 조성에 성공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

최하여 이와 같은 청계천 복원의 생태적 성공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고 있

다 한편 청계천의 성공이 다른 지방하천 등의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의 계.

기가 되고 있음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태보고 생태 통로1) ,

외신들 녹색혁명 대대적 도시개조에 탄성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 . .

은 특집기사에서 청계천에서 잉어가 돌아오는 등 자연친화적인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 05/09/25)

청계천 철새낙원 됐어요 복원된 청계천이 새들의 보금자리로 거듭- “ ”

나고 있다 특히 청계천 하류인 고산자교 중랑천 하류부 구간의 경우. ~…

겨울철새인 쇠오리 고방오리 청둥오리 넓적부리 흰뺨검둥오리와 텃새인

직박구리 딱새 등 종 마리의 새가 서식 도심의 대규모 조류서16 1,440 ,

식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청계광장. ~

고산자교 구간에서는 백할미새 청둥오리 등 겨울철새와 텃새인 참새 까

치 집비둘기 집오리 등이 발견됐다 한국.( 05/12/22)



청계천 상류에서도 잉어 붕어 피라미 등의 물고기를 볼 수 있게 될 전망-

이다 서울 중구 무교동길 부근 모전교에서부터 청계 가 다산교까지. 7

구간에 물고기 서식 및 산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3.26km 25

일까지 마친다 동아.( 06/03/21)

서울시는 최근 청계천 하류에서 제비 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일 밝- 20 26

혔다 제비가 발견된 구역은 청계 가 신답철교 청계천 중랑천 합류지점. 9 ~ ·

구간으로 지난달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월, . “…

드컵공원 탄천 등 자연성이 높고 물이 있는 지역에서만 발견됐던 제비가,

나타난 것은 청계천의 생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06/04/26)

되살아난 청계천 생태계 도심 속 인공하천 서울 청계천이 상류인- “ ” ...

청계광장 폭포 속에 급수 어종인 버들치를 비롯해 피라미 갈겨니 등이1 ,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류인 황학교와 하류인 고산자교 아.

래에 잉어와 붕어가 떼 지어 헤엄치는 등 어류 종이 발견됐다 이 밖13 .

에 개통 뒤 올해 월까지 조류 종 곤충류 종 식물류 종이 살5 23 , 45 , 203

고 있는 것으로 관찰돼 청계천이 도심과 한강을 잇는 생태 통로로 발전

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동아.( 06/06/27)

인왕산 북악산 계곡 버들치 년만에 청계천 외출 지난 여 년 동안- · 50 50…

청계천 최상류인 인왕산 북악산 계곡에서만 발견됐던 급수 어종· 1 ( )魚種

인 버들치가 청계천 복원 이후 중 하류 쪽으로 서식지를 넓혀가는 것으·

로 확인됐다 백운동천과 중학천에는 장기간 생활 하수가 뒤섞여 흘러. ...

년대 이후 최상류 일부를 제외하곤 급수 어종이 사라진 상태1950 1

다 조선.( 06/07/03)

청계천에 메뚜기가 뛰논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 하류에는 요- ‘ .’

즘 잠자리채를 든 채 곤충을 채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



다 특히 이달 들어 출현한 메뚜기를 관찰하는 어른들의 발길이 이채롭.

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메뚜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마치 시골 들.

녘을 걷는 착각에 빠진다 서울.( 06/08/25)

멸종위기 새홀리기 청계천에 있었네 서울 청계천 하류와 중랑천- “ ‘ ’ ”

합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급인 새홀리기 맷과 가 처음으로2 ( )

발견됐다 또 도심에서 거의 보기 힘든 겨울철새인 삑삑도요와 민물가마.

우지도 목격됐다 동아.( 06/08/30)

청계천은 흘러흘러 가을로 청계천 하류 숨은 명소 청계천 생태계- 10 ...…

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상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 스스로의

변화도 물씬했다 조선.( 06/09/07)

청계천 비온 뒤 갬 장마 후 서식종 늘어 한국- “ ” ( 06/09/24)

잉어가 춤추고 황조롱이 노래하는 자연이 돌아왔다 환경전문가들- “ ” …

은 급수 어종인 버들치가 청계천 복원 구간 시점부인 청계광장 폭포 아1

래에서 장기 서식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름 장마를 거친 뒤 청계천.…

생태계는 더 풍부해졌다 동아.( 06/09/26)

청계천 복원 년 동 식물 종 서식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생태- “ 1 376 ”… ᆞ

계가 살아나 종에 불과하던 동식물이 종으로 늘어났고 수질도98 . 376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급수를 유지하고BOD( ) 1

있다 한국경제.( 06/09/28)

청계천 복원 그후 년 되살아난 생태 하천인간이 만든 청계천 어- , 1 2. ; …

느새 이 흐른다 청계천의 자연생태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 청. .自然 … …

계천 먹이사슬의 최강자는 중대백로 쇠백로 왜가리 민물가마우지 같· · ·

은 물새들이다 청계천변에서 보이는 새의 가 비둘기다 하지만 청계. 27% .

천 먹이사슬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에 머물고 있다 사람들 발걸, ‘ ’ .

음이 너무 잦아 포유동물은 전혀 없다 비록 복원 했다고는 하나 청. ‘ ’ ,…



계천은 기본적으로 인공 하천 이다 그래서 불과 년 동안의 이런 생‘ ’ . 1

태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준다 조선. ( 06/09/28)

생태탐방과 교육의 장2)

청계천 하류에서 생태학습탐방 프로그램이 운 된다 청계천 생태탐방- .…

프로그램은 식물의 겨울나기 겨울철새 관찰 등 내용으로 꾸며진 겨울· ‘

생태학교 를 시작으로 월 중순부터 시민들을 찾아간다 사람이 많’ 1 . “…

이 찾는 상류지역에 비해 하류지역은 자연생태자원이 풍성해 교육공간으

로 적격지 조선.”( 05/12/12)

청계천서 겨울철새 감상을 년만에 복원된 서울 청계천에 겨울철- ‘ .’ 47

새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계천 겨울철새들을 관찰하.…

고 전문강사로부터 새와 청계천과 환경에 대해 재미있는 강연도 듣는

철새를 찾아가는 청계천과 서울숲 프로그램을 오는 일부터 월말‘ ’ 10 3

까지 운 키로 했다 문화.( 06/01/02)

청계천 서울숲 생태탐방 오세요 청계천에서 서울숲까지 걸으며 새 봄의- ~ .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일. 11

부터 이달 매주 토 일요일에는 걷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탐방· ‘ ’,

화 목요일에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산책 이 청계천 서울숲 구간에· ‘ ’ ~

서 오전 시부터 낮 시까지 진행된다고 일 밝혔다 걷기와 건강에10 12 1 .…

대한 자세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서울숲과 중랑천 청계천의 방사동,

물 물고기 철새들의 생태환경을 둘러볼 수 있다 고산자교 주변 버들습, , .

지에서는 갈대식물의 종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마지막 코스인 청계천 문

화관에 이르면 청계천의 사계절 생태를 사진자료로 생생히 살펴볼 수도

있다 국민.( 06/03/02)

청계천 개통 일을 맞아 그동안 상류에 비해 방문객이 적었던 하류- 200



구간 다산교 중랑천 합류부 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된다 매주( ) .～ …

월 금요일 진행되는 생태탐방프로그램에서는 마장 교 야외교육장에서2～

출발 수변데크와 중랑천 합류부 등을 둘러보면서 어류와 조류 등을 관,

찰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두물다리 하류와 하천둔치에서 야생화.

를 관찰하는 야생화체험교실과 중랑천 합류부의 수서 동식물과 곤충을

살펴보는 생태교실이 진행된다 한국.( 06/04/20)

청계천 등 서울시내 하천 곳이 물고기 집단이동과 산란장면 등을 볼- 10

수 있는 어류관찰지점 으로 선정됐다 경향‘ ’ .( 06/05/02)

초등자원봉사활동 청계천 지구대는 초등학교 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청- 3

계천 일대를 견학하며 생태교육과 중랑천 합류 부근의 어류 수서생물, ,

조류 등을 관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중구신문.(

06/05/03)

놀면서 배우는 체험교육 어때요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문화관은- “ ” 9

월 일부터 청계천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열린 청계천 도시역사문19 ‘

화학교 와 열린 청계천 자연생태학교 를 운 한다 청계천 도시역’ ‘ ’ .

사문화학교는 초등학교 학년생들이 청계천의 개 다리를 중심으4 6 22～

로 그 주변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생태학...

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운 되며 청계천에서 야외관찰학습10 31 11 9

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청계천 동 식물도감을 만들어 본다 내· .(

일/06/08/30)

종로 중구적십자봉사관 관장 황명희 이 청계천 환경 지킴이 활동을 펼- · ( )

쳐 눈길을 끈다 종로 중구적십자봉사관은 지난 일 청계천 환경정화. · 14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중구신문.( : 2006/09/27)

새로운 개발과 재생공간으로서의 청계천4.



도심환경 개선1)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기대와 우려했던 도심의 환경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도심의 자연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계천 시 삶이 바뀐다 열린 물길따라 도심의 하늘도 열리고 사람들- 24 , …

의 마음도 열린다 물길은 빌딩 숲속을 가로지르며 아스팔트 도시에 향기.

를 불어넣고 사람들의 삶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청계천은 작지만 크다. .

동아( 05/09/23)

청계천 열섬현상 완화 청계천 복원은 서울 도심을 빵빵 거리는- , “ .” ‘ ’

자동차 소음과 매캐한 매연 대신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새가‘ ’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세계.( 05/09/27)

청계천이 년만에 봄다운 봄을 맞고 있다 청계천을 따라 가로변과 하- 30 .

천변에 봄꽃이 만개하고 시작점인 청계광장에서는 민속놀이 공연이 열린

다 지난해 월 새 모습을 드러낸 후 처음으로 매화와 산수유 등 봄꽃. 10

이 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년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이 마지. 1977 ～

막으로 복개된지 년 만에 청계천에서 꽃을 볼 수 있게 됐다 내일30 .(

06/03/31)

고산자교는 청계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다 서울 동북부를 관- .

통하며 흐르는 정릉천물이 청계천과 합치는 곳에 설치돼 다리 위아래에

서 청계천의 동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고산자교 옆 버들습지는 청계천.

경 가운데 하나다 갯버들 매자기 꽃창포 등 수생식물이 많아 푸르름10 . , ,

이 가득하다 버들습지 신답철교 살곶이다리 구간 청계천변 양쪽은 지. ～ ～

금 꽃세상이다 문화.( 06/04/21)



청계천이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열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공간으로 한단-

계 향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월 뚝도정수장에 급 태양광발전소. 7 240kW

를 착공 이르면 내년 월부터 태양열 전기로 한강물을 청계천 시원부로, 1

끌어올려 다시 하류로 흘려보내게 된다고 일 밝혔다 국민11 .( 06/05/11)

서울 청계천 복원 뒤 청계천 일대의 대기질은 개선되고 소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전역과 청계천 가. 4

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청계천 가에서 눈에4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소음의 경우 청계천변이 시간대별로 데. 2 6～

시벨 가량 줄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 습니다 매일.( /06/06/05)

최근 청계광장과 다산교 사이 설치된 걸이 화분들의 꽃들이 만발하면서-

시민들의 즐거움은 한층 높아졌다 서울.( /06/06/05)

청계천 복원 대기오염 줄었다 주변소음도 개선 서울시 보건환경연- “ ”…

구원은 청계천이 복원된 뒤 이 일대 주변소음과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됐

다고 일 밝혔다조사 결과 대기오염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미세먼지5 .

농도는 청계천 복원전인 년 월 입방미터당 마이크로(PM10) 2003 4 74.5

그램 이었으나 지난달에는 으로 감소했다또 이산화질소( ) 66.9 . (NO2)㎍ ㎍

농도는 같은 기간 에서 으로 가까이 줄어 청0.063ppm 0.045ppm 30%

계천 공기가 깨끗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월 조사된 청계천변의. 9

환경소음은 평균 로 년 월의 보다 줄었다 청계69.6 2003 4 73.8 4.2 .㏈ ㏈

천 바로 옆 산책로의 소음은 평균 로 더 조용해졌다환경연구원60.5 .㏈

관계자는 소리 강도가 배로 세질 때 소음이 증가하는 것에 비춰“ 2 3㏈

보면 상당히 개선된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 .( /06/06/06)

청계천 서울숲 도심온도 낮춰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 · ”

년 월부터 올해 월까지 측정한 결과 청계천 복원 후 청계 가의2003 3 3 , 4

온도가 이전에 비해 최대 까지 낮았다 청계 가의 열섬강도는 복원23% . 8



전에 비해 물이 흐르는 수면 바로 위 온도는 까지 떨35.1% , 17 19%∼

어졌고 왕산로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았다 바람 속도로 빨라, 1.1 2.2 .∼ ℃

졌다 청계 가의 평균 풍속이 작년 월 청계천 개통 후 최대 빨. 4 10 6.9%

라졌다 내일.( /06/06/20)

친환경 재생의 물꼬2)

청계천 복원의 파장으로 서울 및 다른 도시들의 복개하천들이 복원의

움직임을 보 다 년에 사업 마무리가 되는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에. 2007 , ,

이어 도림천 우이천 도봉천 년 봉원천 불광천 녹번천을 모두 자연, , (2008 ) , ,

형 하천으로 년까지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복개된 하천들이 복2011 .

원되면서 자연스레 따르는 것은 동북부의 교통난이다 이를 위해 도로 계획.

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청계천 복원은 주변 도심부의 역사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기여했다.

새것을 지향하고 무한정 산물을 양산해내는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성을

가진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나치거나 방치해왔던 것들에 새.

로운 손길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광화문 서울 성곽의 복원이 추진되고 북악. ,

산이 개방되었다.

돌아오는 생명의 젖줄 이땅에 희망 솟는다 청계천의 성공을 계기로 쓰- . .

레기 더미와 폐수로 뒤덮여 있던 수도권 및 지방 하천들도 하나둘씩 다

시 태어나고 있다 헤럴드경제.( 05/11/03)

청계천 복원공사가 단순히 물길을 덮고 있던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걷- “

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 놀라울만큼 자연이 살아난 공간을

만들어냈다 청계천 하류를 둘러보고 나서 그동안 가지고 있단 회” “ ‘

색서울 에 대한 이미지를 녹색서울 로 바꿨다는 외국인관광객들이’ ‘ ’

많다 조선.”( 05/11/08)



청계천 복원은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발시대 복개했던 지방하천-

복원에 물꼬를 텄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도시 관계자들로부터도 생

태적 하천복원의 주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 05/12/27)

청계천 복원에 이어 도림천 등 서울시내 개 하천이 년까지 자연하- 9 2011

천으로 복원된다 하천 복원이 마무리되면 도심의 열섬효과가 완화되. “…

고 녹지공간이 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도심과 외곽 생태계를 연

결하는 생태통로가 살아날 것 한겨레.”( 06/02/08)

각종 복개 하천이 복원되는 경우도 많고 고가도로를 없애는 일도 행해,

졌다 년 월 말에는 신설동 고가차도 철거가 결정됨으로써 그에 관한. 2006 9

기사들이 잇따랐다 각각의 신문들이 신설동 고가차도 역사 속으로 한. ‘ ’ (

국 신설동 고가차도 없앤다 한국경제 신설동06/09/24), ‘ ’( 06/09/24) ‘

고가차도 내년 철거 세계 신설동 고가 내년 상반기 철거’ ( 06/09/25) ‘ ’

문화일보 신설동 고가차도 내년 상반기 철거 조선 의 타이틀을 걸고( ) ‘ ’ ( )

신설동 고가차도 철거 소식을 전했다.

장지천도 년까지 생태복원 생태 복원되는 장지천에는 풀숲을 심- 2010 …

고 흙을 돋우는 한편 자연형 제방을 쌓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

고 장애인용 경사로도 설치된다 또한 자연형 여울보 개소와 교량 개, . 9 3

소가 들어설 예정이다(06/09/01)

자연과환경 청계천등 곳 친환경 복원 자연과환경은 재난방지 및- , 550 …

치수 위주의 하천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하천 공법

을 개발했다 년 청계천 복원공사를 비롯해 서울 중랑천 등 지금. 2005…

까지 전국 여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켰고 올 들어서는550

조경원예 사업부문과 수질정화 사업부문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연계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청계천에 물고기 피난처 만든다 플라스틱 담장으로 둘러싸 집중- “ ‘ ’ ;

호우 때 떼죽음 방지 청계천에선 지난 월 갑작스런 비에 먼지와 기름” 6

찌꺼기 등이 유입돼 물고기 수십 마리가 죽는 등 몇 차례 문제가 됐었다.

이를 위해 청계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곳에 물고기 피난처를 만들기로7…

했다 물고기 피난처는 청계천변에 특수 플라스틱과 돌로 담장처럼 둘러.

치는 형태로 만들어 급류를 막는다 조선.( /06/09/21)

중랑천 동부간선로 지하화 서울시 하천환경 복원위해 적극 검토- " " , .

년부터 건설된 동부간선도로 가운데 중랑천 하천부지에 설치된 일1988

부 구간이 법적으로 불법도로에 해당하는 데다 청계천복원 향으로 인' '

접한 자치단체 시민들의 중랑천을 돌려달라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높' '

아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향( /06/07/04)

이 외에도 공공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간판 디자인과 문‘

화 서울신문 중구청 광장 청계천 쉼터화 옥상정’ ( 06/03/09), (06/1/18),

원 지원 도로공간 확충 건축선 후퇴 이 보도되기도 했다(06/01/31) , ( ) ,

청계천변 건축선 최대 후퇴 앞으로 청계천변 건물들은 현재보다- 20m .

최대 물러나 재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20m . 20

청계천변 안전통로 확장과 도심경관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추가로 확보.…

된 공간을 청계천 안전통로와 일반보도확장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운.

상가처럼 확장 폭이 큰 곳은 녹지도 조성되고 도로위치도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뉴스.( 06/02/21)

주변 개발과 상권의 변화3)



청계천 복원은 주변지역의 변화 역시 가져왔다 청계천의 관광적 특성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주변일대가 관광특구로 조성되고 정비의 움직임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청계천 방문객을 겨냥한 업종이 청계천 주변.

에 나타나고 있음도 보도되었다.

서울 청계천 일대가 관광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동- .…

대문관광특구 명동관광특구 인사동문화지구 고궁 등을 포함해 개의, , , 3

관광특구와 역사문화공간이 청계천을 둘러싸는 형태의 대단위 관광지가

조성된다 관광특구가 조성되면 종로청계천 일대에 외국인 관광객을. “…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민.”(

05/11/06)

청계천변에 층 쌍둥이빌딩 청계천변 수하동 일대 부동산개발- “ 40 ” 5 …

회사인 글로스타는 이곳을 사들여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워너센터를' '

본뜬 복합건물 개발을 추진중이다 청계천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쌍.…

둥이 빌딩을 설계중이다 청계천변에 면하는 평의 용지를 공원으로700…

개발해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 평 공원을 조성하면 청계천변을"700

찾는 관광객의 쉼터가 될 것 매일경제"( 06/07/27)

창신동의 어제와 오늘 동대문시장 끼고 패션메카 성장 전문생산자 네트- / /

워크로 거듭나야 년대 평화 통일 동화시장을 축으로 한 청계천1970 · ·

일대의 의류공장은 우리나라 전체 기성복 물량의 를 소화할 만큼 번70%

창했다 년대 초반까지는 설 추석 빼고는 계속 공장을 돌렸다 한때. 90 · .…

는 이곳 미싱사 월급이 공무원 월급 갑절 이상이었다 고 말했다 창신” . …

동 일대를 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존 뉴타운 사업처럼 이곳도3 .

주거형으로 개발되면 창신동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한겨레. ( 06/08/11)

천변 상권 과 음식점 매출 땅값 주말이면- 40% , 50% < >明 暗 明… ↑ ↑

텅 빈 것 같던 청계천 인근 빌딩 숲의 풍경은 복원 후 확연히 달라졌다.



가족 단위로 청계천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 가장 호황을 누리는 것… …

은 음식업종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무교…

동 청계천 종로로 이어지는 보행 상권이 형성되고 과거에는 청계천변∼ ∼

을 거들떠보지 않던 유명 패 리레스토랑과 고급 전문요리점들도 속속

청계천 전망을 확보한 곳에 문을 열고 있다 청계천 야경을 보러 오는 인.

파를 노리고 밤 시 가까이까지 연장 업하는 음식점들도 적지 않다12 .

타월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 박재구 씨는 청계천 복원 이< > (52)暗… …

전과 비교해 나 줄었다 청계천변에서 노점을 하다가 복원 공사 이30% .

후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간 풍물시장 노점상들도 청계천 복원 년의1

그림자 다 동아‘ ’ . ( 06/09/26)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주변의 지가 도 상당히 올랐다 서울시정개발- ( ) .地價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관수동의 청계천변은 년 월 평당 만원2003 4 3917

에서 올 월 만원으로 올랐다 조선4 6407 64% . ( /06/09/27)

젊은층 겨냥 식 음료 판매 성업 재래시장 상점도 업태 교체 바람 청계- ,ᆞ …

가에 걸친 광장시장은 원래는 포목점과 지물포가 유명했지만 천변4 5 ,～

통로들이 시장 안 먹거리 골목으로 인파를 흡수하는 데 성공하면( )川邊

서 먹거리 가 대표 종목이 된 것 청계천 복원 공사와 더불어‘ ’ . 3 7… ～

층이 철거된 뒤 남은 가게들은 간판을 산뜻하게 바꿔 달고 손님 끌어모

으기에 애쓰지만 요 즘은 예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계 가 조20% 7… …

류 관상어 상가는 청계 가의 공구 소방기구 상가 및 동· 70 80%, 3 4 ·～ ～

대문운동장 인근 서적도매상의 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등40%

으로 이전할 계획 청계 가 형제조류공판장측은 청계천이 코앞이라7 “…

관광 특수를 기대했는데 한두 달은 구경 오더니 발걸음이 끊기다시피 했,

다 고 말했다 조선” .( 06/09/27)

재래시장이 먹자골목으로 수입 두배 늘어 서울 종로 신진시장에서- ,‥

여년간 신발가게를 했던 김평록씨 는 개월 전 닭꼬치 가게로 업10 (48) 7



종을 바꿨다 청계천 복원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자 닭꼬치집을 차리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신발가게를 할 때보다 두 배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

다 재래시장이 궁여지책으로 먹거리 장터로 변하고 있는 것 신진시장. ."…

이 먹거리 타운으로 변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올 월부터 이 곳에서 장사2

를 하기 시작했다 면서 청계천에 놀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 장사가 잘" "

된다 고 말했다 한국경제" .( 06/09/17)

이처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주변은 개발의 바람이 불고 상권은 도심,

을 찾는 시민들로 인해 소매 외식 위주의 상점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4)

청계천의 복원 이후 끊임없이 나오는 기사들이 청계천 주변부의 개발과

투자에 관한 것들이다 을지로 가 재개발 세운상가 재개발 황학동 주거. 2 , , ,

왕십리 뉴타운 등의 재개발 소식이 청계천과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도심이

주거지로 자리잡는데 있어 청계천의 몫 역시 크다 시는 정책적으로 도심공.

동화 현상을 만회하기 위해 도심에 주거지 개발을 추진했는데 도심에 거주,

하는 경우 각종 문화시설과의 접촉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에 더하여 자연환

경을 접할 수 있는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매력이 훨씬 배가되었다 청계천.

효과에 대해서 부동산 지가를 연구한 논문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며 황, ,

학동 롯데캐슬의 경우 분양시기와 맞춰 청계천 조망권이 확보된 임대아파트

가 웰빙형 아파트로 묘사되기도 했다.

때로 투자를 부추기는 기사들도 나왔는데 새로 정비되는 재개발 지역은,

물론이고 더욱 많은 유동인구를 갖게 된 관철동의 상권에 대한 투자도 청계

천의 향을 받고 있다 이는 청계천 주변 상권의 변화와도 관계되는데 청. ,

계천이 종로와 연결 명동 다음가는 상권을 형성하리라는 기대이다 또한 중, .



간 부분에 위치한 동대문 패션몰도 국제적 명소로 나아가는데 손색이 없으

리라는 기대도 읽을 수 있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공공공간에 대한 관심도 늘면서 관공서와 기업체

등이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기사들도 많았고 공공환경에 대한 문

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강북 개발 호재타고 분양상가도 기지개 청계천이 개통되고 나서 유동- "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인사동과 광화문 쪽 개발이 되기 때.

문에 상가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올초부터 분양을 시작한."

대성스카이렉스는 최근 상가 분양이 급속히 늘면서 전체 상가의 정70%

도를 분양했습니다 매일경제.( /06/07/04)

청계천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변화의 싹 도 돋아나고 청- ‘ ’ …

계천 복원 전후로 토지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가의 경우 테헤란로

가 상승하는 동안 도심부 기타지역은 청계천변은 이상20% 30%, 50%

올랐다 산업통로가 녹지통로로 바뀌면서 청계천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

고 있다 도심 관광의 활성화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을 안고 있다 서울경(…

제06/07/23)

청계천이 복원되고 도심재개발 작업이 활발한 가운데 교통이 편리하고-

산 조망권도 있는 도심 아파트가 인기다 서울경제.( 06/07/24)

청계천에서 미터 멀어질때마다 아파트값 만 원 하락 서- “ 100 35 8000 ”.

울 청계천 복원 공사 뒤 청계천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계천에서 이내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은. 1… ㎞

년 월 만원에서 년 월 만원으로 만원 뛰었다2002 1 599 2006 3 988 389 .

같은 기간 이상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은 만원에서 만원으1 671 936㎞

로 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청계천 복원에 들어간 년 월을 전후265 . 2003 7

로 청계천 인근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고 특히 이내 아파트 값의700m



상승폭이 컸다 지난 월 기준으로 이내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3 700m

평균 만원이었다 청계천 복원 이후 인근에서 최고 가격을 기록한1039 .

아파트는 황학동 삼일아파트로 중구 전체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인

만원의 배 국민970 2.3 ( /06/08/11)

숲과 강이 함께하는 복합 주거도시 조성 청계천과 중랑천 한강을 끼고- . ,

수변도시 면모를 키워 온 성동구가 서울시 최고의 주거환경 도시로 성장

해 가고 있다 내일.( 06/08/14)

서울시 조망명소 곳 선정 서울시가 최근 선정한 우수 조망명소- 50 . ‘ ’

곳이 웰빙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50 ‘ ’ .

조망명소는 산과 강 하천 공원 등의 경관이 뛰어나고 주변 휴식공간도, ,

정비될 예정이어서 주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동부.

건설은 청계천 숭인공원 낙산공원에 가까운 종로구 숭인동에서 가, , 416

구 일반분양 가구 를 분양한다 서울경제( 194 ) . ( 06/08/20)

시민의 광장5.

청계천의 복원과 관련해서 많은 정치적 논의가 있었다 또한 시민광장.

의 역할을 하여 청계천이 시민의 정치참여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청계광장에 세워진 올덴버그의 조형물이 청계천을 상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박이 지속되었다.

클라에스 올덴버그 년이 저무는 지금 난데없이 그의 팝아트는- . 2005…

한국 미술판의 입 도마에 올라있다 시민들이나 미술계 인사들 대부분.

이 모르는 사이 뜬금없는 그의 신작 조형물이 서울 청계천의 상징물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미술계 쪽은 보수 진보진 할 것 없이 반발 일색. ,…

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공공미술 작업에 최소한의 문화적 공. “



론화 과정이 빠진 것은 이명박 시장의 불도저식 행정을 보여주는 반민

주적 처사 한겨레.”( 05/12/01)

일 저녁 청계천 광장에 서울 및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모 다 교육부- 30 .

항의방문을 마치고 청계광장으로 온 여 명의 학생들과 학내 학생2,000

총회를 마치고 합류한 중앙대 숙명여대 등의 학생들까지 합치면 어림,

잡아 여 명은 됐다 이들이 청계천광장에 모인 이유는 전국대학3,000 . ‘

생총회 를 위해서다 민중의 소리’ .( 06/03/31)

제 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서울 청계천과 시청 앞- 116

일대에서 노동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민의신문.( 06/05/02)

일 저녁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 7 '

저지 문화한마당 평택 들이운다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이 열광FTA ' , '

하고 있다 시민의 신문. ( 06/06/8)

한미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한미 체- FTA FTA

결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운동본부측은 반대 서명운동과. FTA

함께 양국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과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선전전을 벌 습니다 매일경제.( 06/09/09)

국가인권위원회는 일 청계천을 방문한 시민들이 폐쇄회로- 6 TV(CCTV)

촬 여부를 알 수 있게 설치장소와 운 시간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

이라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다 청계천에 설치된 가. “ CCTV

시민들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고 진정”

한 사건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촬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06/07/06)



개발로 인한 폐해6.

청계천 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반면 이와는 상반되게 실제 청계천 개발효과 수혜업종이 편중되,

어 재래시장과 공구상가 등 전통적인 상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시선이 존재

한다 재래시장의 경우 정비사업 등이 행해졌으나 시장이 위축되는 등 청.

계천의 혜택을 보지 못한 계층에 대한 우려도 간혹 보 다 이는 청계천의.

항을 받기에는 전체 경기 침체의 파장이 너무 큰 것으로 진단되었다 노.

점상에 대한 대책마련 역시 기존 상권의 생계보장의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청계천 복원 경쟁력 있는 특화업종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그러나- ,…

지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일부 업종은 후방 배후지역으로 려남 한국.(

05/09/07)

장사요 지금처럼 안되는 것은 이 일 시작하고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 .

상가 주인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기대로 월세를 올리려고 난리지 집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음료 등의 일부 업종은 청계천 복원의 덕을 보

겠지만 이 지역 대부분의 상가는 복원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파이낸.(

셜 05/09/25)

카페 의류상가 웃고 공구상가 울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계천- , , …

가를 중심으로 몰려있는 공구상가 일대는 오히려 청계천 복원으3, 4, 5

로 울상이다 늘어난 유동인구가 공구상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 .

파이낸셜( 05/10/04)

우린 노점상 수용소에 있다 난민보다 더하다 청계천에 있을 때와 다르- . .

다 우리는 자갈이 아니다 우리 노점상 도 외국처럼 청계천에서 합. . “ ( )… …

법적으로 세금도 내며 청계천 명물 이 됐으면 좋겠다 오마이뉴스‘ ’ .”(

05/10/01)



청계천 개발이라는 반생태적 토목공사 이면에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그-

늘도 있다 천여 명의 노점상들은 지금 동대문운동장 트랙에 임시 천막.

을 치고 잔치 후에 곧 닥칠지도 모를 공권력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

다 한겨레.( 05/10/14)

복원철학 시비7.

청계천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청계천 복원이 지나.

치게 인공적이어서 반생태적이라는 것이다 청계천 주변을 고층으로 재개.

발하려는 계획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청계천이 복원되던 초기에.

는 인공하천으로서 청계천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비판,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계천의 문화적 의미를 살리자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역사성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도 비판,

의 대상이 되었다.

생태 자연형 하천 시비1)

정확히 얘기하면 청계천 복원이 아니라 청계천 구간 인공하천 건설사업-

이 이 사업의 실체다 청계천은 거대한 도시조경시설일 뿐이다 청계인. .…

공하천 북한산 뉴타운 밤섬오페라하우스는 생태계에 위협적이거나 반, , …

생태적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프레시안.( 05/10/01)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청계천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현재 복원된 청- .…

계천은 분명히 자연하천이라기보다는 조경시설에 가깝다 즉 하천의 모.

습을 취하고 있으되 실상은 거대한 인공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다 이것은 기만이자 사기극이다 브레이크 뉴스. .( 05/10/04)…

청계천 역시 시멘트 옹벽과 인공둔치 비닐바닥 등이 설치돼 자연형 하- ,

천과는 거리가 멀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게 시대적 추세 국민. .(…

05/10/07)

청계천 복원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공수로 를 만든데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이는 효용 위주‘ ’ .

의 자연관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 국민.( 05/11/01)

청계천 복원사업은 복원 빙자한 개발 청계천 복원 한달을 맞아 시민단- .

체들이 모여 청계천사업 평가토론회 를 열고 청계천 복원사업은 역‘ ’

사와 환경의 복원 이 아닌 자연을 거세한 개발사업 이었다고 평‘ ’ ‘ ’

가했다 청계천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려면 주변지역에 대한 고층. ·

고 도 개발사업을 면 히 검토해야 할 것 국민( 05/11/02)

전문가들은 청계천을 바라보면서 건설형 문화도시 의 모습을 읽는- ‘ ’

다 정부 지자체의 행정력이 주도해 만들어진 대표적 문화인프라이기. ·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도시 만들기 의 노력이 멈춘 것은 아니다. ‘ ’ .

건설형 문화도시 의 빈 틈새를 채워가는건 앞으로 창조적인 예술가‘ ’

들과 관심있는 시민들의 노력이다 청계천은 건설 됐지만 아직 복. ‘ ’ ‘

원 되진 않았다 청계천이 완전히 복원될 때 서울은 진정한 문화도시’ . ,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06/05/16)

역사성 부재2)

청계천의 복원을 둘러싸고 진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청계천 다리의 복원 과정에서 원형복원의 당위성과 현실적 어려움 사

이에서 대립점이 그어지기도 하 다 청계천 복원이 역사성을 무시하여 진.



정성을 갖지 못하 으므로 역사와 문화의 복원에는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

옛 사진 전하는데도 원형 모른다 청계천 모전교 멋대로 복원 서울- “ .” .

시가 청계천 상류에서 출발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첫다리 모전교를,

건설하면서 옛 형태를 알 수 있는 사진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리를 완공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05/09/24)

역사의 흔적 부족한 청계천 모습을 드러낸 청계천에서 역사의 흔적을- .

찾기란 쉽지 않다 호안석축 나머지 대부분은 중랑하수처리장에 나뒹.…

굴고 있다 역사와 문화의 복원에는 실패했다고 평가 조선. .( 05/10/11)…

수표교 현위치 유지땐 되레 원형훼손 가속 서울시가 수표교 이전 복원- . ,

방침 철회의 근거로 밝힌 수표교 원형 훼손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

고 있다 청계천연대는 수표교 복원이 무산된다면 수표교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해 복원할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다 한겨레.( 05/11/05)

청계천 복원 의미 아직도 옥신각신 진정한 복원의 의미를 놓고 격론이- .

벌어졌다 현재의 청계천은 가짜가 정통을 어내는 디즈니랜드류의. “

싸구려 복원의 기준을 어느 시기로 정할지도 논란거리 옛건물을” “ .…

원형 그대로만 복원하는 것도 의미있겠지만 사람들이 문화재를 좀더 친

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동시대 미감에 맞게 변화시켜 활용하는 유연한

관점도 필요하다 한겨레.”( 05/11/0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3)

청계천 복원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에 대한 배

려가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은 복원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청계천 복원이 특정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

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다.



청계천은 장벽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 중심- ‘ ’.

의 도시마인드의 결과물 인간중심의 도시를 강조하는 보편적 설계 부.

재 레이버투데이.( 05/09/07)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명소가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이라- ‘ ’

는 점이다 청계천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장애인 시설이 턱없.

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청계천 보행로의 경우 폭은 겨우 정도다. 1.5m .

가로수까지 있어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들고 청계천변에 진입하기는 더

욱 어렵다 진입로가 여개 있다고 들었지만 그 중에서 장애인을 이한. 30

경사로는 개뿐이다 그나마 바닥은 울퉁불퉁해 휠체어 바퀴가 자꾸 걸7 .

려 어주기가 아주 불편하다 세계.( 06/05/03)

물리적 하부구조에 대한 비판8.

청계천의 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우선 청.

계천 다리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보행로가 좁고 위

험하다는 점 교량의 누수 등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화, .

장실 주차시설 휴지통 등 시민 이용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조형, , ,

물의 매력이 떨어지는 요인들에 대한 지적 등이 존재한다 이는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보다 쾌적한 청계천을 추구하는 인식의 반증이기도 한 셈,

이다.

안전사고 무방비1)

청계천 다리안전사고 무방비 하지만 시민들이 주로 찾는 청계천 다리- .…

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계천 개의. 22…



다리 중 삼일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리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 05/10/02)

아슬아슬 청계천 길은 좁고 난간은 낮고 사람은 넘치고 청계천 개통일- , .

인 지난달 일 삼일교에서 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데 이어 또다시 야1 50

경을 구경하던 시민이 천변 난간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

생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다리 난간에서 장난치는 장면을 많. “…

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든다 국민.”( 05/11/04)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난지 두달이 지난 일 청계천 벽면 곳곳에 균열이- 1

생기고 있다 특히 청계천 시작지점인 청계광장에서 불과 도 떨어. 100m

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틈새가 더 벌어지고

있지만 청계천 관리 운 을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미· “

관상 좋지 않을 뿐 구조상 문제는 없다 는 입장이다 균열이 눈에 띄” .…

게 확대되자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세계.( 05/12/02)

편의 시설 부족2)

청계천 주변은 시작지점 일부와 대로변을 제외하고는 물리적 환경이 열-

악 폭이 좁고 스케일이 작을 뿐 아니라 도로와 수면의 수직적인 높이…

차이도 사람 키의 두 배가 넘는다 중앙.( 05/09/12)

청계천 나들이 유의점 청계천 주변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화- . .…

장실도 많지 않아 주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 05/09/25)

청계천 주변상가 화장실 덕본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주된 이유- 3 . .無 …

는 청계천이 무 로 불릴 정도로 화장실 매점 휴지통 등 가지 시3 ( ) 3無

설이 태부족하기 때문 한국경제.( 05/11/01)



비호감적 시설3)

보행로를 따라 둘러쳐진 철제 울타리는 힘들여 조성한 도시조형물의 매-

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중앙.( 05/09/12)

청계천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던 삼일교 중앙 조형물이 바리케이드로 둘-

러싸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특히 사고 직후 추락의 원인이 됐.

던 조형물 아래 구멍을 강화유리로 막겠다던 서울시는 소송에 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청계천 가운데’ . “…

가장 아름다운 조형물이 될법한 하나의 빛 조형물 이름 이 바리케‘ ’( )

이드 때문에 흉물이 돼 버린 느낌 서울”( 05/12/20)

청계천 오수 유입 악취 소동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청계천- , ;

에 일 지류인 정릉천에서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청계천에서 무더위를6

식히던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었다 서울. ( 06/08/07)

더 나은 청계천을 위한 제언9.

서서히 청계천이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잡게 되면서 청계천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촉구하거나 더 나은 청계천으로 가꾸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

견들도 보 다 특히 여름철 폭우로 인한 우려와 더불어 생태 하천으로서.

의 청계천 친환경 공간으로의 청계천을 지키고 가꾸자는 의견이 대부분이,

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년 만에 도심부 인구감소를 둔화시킴 도심부의- 20 .

인구회복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용도용적제 배제 외

에도 기존 주거환경을 정비 인구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심마을가꾸,

기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05/09/12)

한참 걸어가다 보니 차츰 지루해지고 허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청- .



계천 복원도 문명의 힘으로 어붙인 인공물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과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좀더 겸허…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부터 꾸준히 청계천

을 가꾸어 가야할 것이다 서울.( 05/10/01)

세기는 문화 지식 경제의 시대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경복궁 북- 21 . ,…

촌 인사동 운현궁 탑골공원 창덕궁 종묘 피맛골 남산한옥마을 광, , , , , , , ,

통교 수표교 등 개 다리와 흥인지문 동대문 광희문 등 성곽을 옛10 ( )

멋 그대로 복원해 서울문화벨트 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천변에‘ ’ .

층의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청계천을 한낱 개천으로 전락시키게30 40～

되므로 프랑스 파리처럼 저층을 유지해야 한다 동아.( 05/12/19)

청계천 산책로 장마철 침수 비상 시민안전 위협 보고서는 지난해- , ; 6…

월 차례 청계천 수위를 모니터링한 결과 분당 의 비에도10 20 10 4∼ ㎜

삼일교 지점은 분 오간수교 지점 분 무학교 지점은10 20 , 20 30 , 20∼ ∼

분이면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계40 . ( 06/07/01)∼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전국에 도심하천 복원사업의 붐이 일었다 그러- .

나 도심 소하천이 복원되더라도 물이 넉넉히 흐르는 모습을 즐기기…

어려운 것이다 청계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청계천의. .

물은 빗물이 땅에 스며들었다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끌어다 댄 것이다 하수관을 통해 수거하여 지역의 중소규모 하수처.…

리장에서 병합처리한다면 시민들도 지겨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고역에

서 해방될 수 있다 조선. ( 06/07/03)

독자의 목소리 청계천 외래어종 방생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 / ;

해 서울시민의 문화 휴식처로 새로 태어난 청계천에 일부 시민들이 생

태 위해 외래어종인 붉은귀거북금붕어 등을 방생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맑은 청계천을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유하려면 강력한 단. …



속에 의지하기에 앞서 시민들 스스로가 외래어종의 무분별한 방생과 같

은 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 06/07/11)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하천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바꾸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해를 막기 위해서도 하천을 정.

비하는 곳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인간의 편리와 즐거움을 위해 벌이는.…

일들이 함께 공존해야 할 우리의 친구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게 해서

는 안된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들.

을 배려할 수 있는 작은 고민도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서울경제( 06/08/10)

청계천이 복원될 때 충주시에서 사과나무 그루를 기증했다 이 사과- 116 .

나무가 잘 자라 지난 여름 약 개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며칠2500 .

전 보도에 따르면 개밖에 남지 않았다 시민들이 몰래 따갔기 때문이28 .

란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서 자행되는 이런 서리는 공동체 문화를. …

파괴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내년 가을에는 개 쯤 되는 사과가. 3000…

청계천에서 사라지지 않고 행복의 등불처럼 빛나면 좋겠다 국민.(

06/09/22)

제 절 소결4

본 장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문화적 가능성과 기대를 살펴보기 위해 기

존문헌과 여론조사 및 언론자료 등을 분석하 다 청계천에서 나타나는 시.

민문화행태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각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계천 복원을 전후하여 나온 보고서와 세미나 각종 계획 등을,

종합하여 복원계획과정에서 구상되었던 청계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살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역사성 회복 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거. ,

점 문화관광의 중심축 자연성 회복 등과 같은 네 측면이 특히 강조되고, ,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원계획과정

•서울의 역사성 회복
- 전통문화의 복원

•도심의 문화적 재생
- 문화공간 창출
- 도시공간 정비

•문화관광의 중심축
- 사대문안 문화관광벨트
- 골목산업생태계 관광명소화

•자연성 회복
- 생태하천

여론조사

성
과

•생태환경의 회복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

요
구

•도심문화공간 확충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변부 재개발 및 정비

※역사성 회복에 대한 인식이 낮음

언론분석

•관광상품
- 서울의 랜드마크
- 야간관광, 여름피서지

•도심 문화공간
- 거리공연/예술 촉진
- 소통의 공간
- 문화마케팅
- 문화교육

•휴식공간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 시민생활체육의 장
- 도심 속 생태문화휴식공간

•생태환경
- 생태의 보고
- 생태교육 및 체험
- 친환경 재생의 물꼬

•새로운 개발과 재생공간
- 도심환경개선
- 주변개발과 주변상권 변화
- 지역경제활성화

•역사공간
- 전통의 계승

•더 나은 청계천을 위한 제언

청계천과 관련하여 실시되었던 다양한 여론조사들 역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여론조사는 크게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앞으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시민들은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회복되었,

으며 시민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청계천에 대한 앞으로의 요구사항으로는 도심문화공간으로.



보다 정비될 것 그리고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향을 받게 된 도심부 대,

중교통체계의 개선 청계천 주변부 지역의 재개발 및 정비 등을 주로 언급,

하 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복원계획과정에서 가. ,

장 중요하게 제시된 사항 중 하나인 역사성 회복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성 회복과 관련된 정책이 청계천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계천의 복원을 둘러싸고 많은 언론기사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으

며 다루는 내용의 폭이 매우 넓다 이들 기사 중 특히 청계천 문화행태와, .

관련된 담론만을 정리하면 관광상품으로서의 청계천의 가치 도심문화공, ,

간 휴식공간 생태환경 새로운 개발과 재생공간 역사공간 등으로 파악하, , , ,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계천 복원을 전후한 시기에는 청계천의 반생태적.

복원 및 개발논리 물리적 안전성 등과 관련된 논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청계천 복원 주년이 지난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1

수 없으며 시민의식고양 등을 통해 더 나은 청계천을 만들자는 담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청계천이 이제 시민문화의 한 장으로 자리하게 되,

었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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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Ⅴ 청계천 시민문화행태 분석 설문조사:Ⅰ

제 절 설문조사설계1

조사기간과 조사 구간1.

청계천 이용 행태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

상으로 청계천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에 의해서 훈련된.

조사원이 설문과 청계천 지도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설문을 실시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 졌다 본 조사에 앞서 년 월에 청계천 이용에 대한 예. 2006 5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설문을 검토하고 설문. ,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해 검토한 결과 설문 척도에 대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조사는 월 봄 과 월 가을 에 각각 실시되었다 월 일은 주말5 ( ) 11 ( ) . 5 7

인 동시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이용하였

다 아울러 월 일과 일은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파악하. 5 25 26

기 위해서 그리고 월 일은 보통주말에 청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5 28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월의 경우 월. 11 10

일과 일 그리고 월 일과부터 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30 31 11 1 4 .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 구간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조4

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구간은 청계광. 1 장에서 삼일



교 구간은 삼일교에서 오간수교 구간은 오간수교에서 고산자교 구간, 2 , 3 , 4

은 고산자교에서 중랑천 합류부로 구분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과 통일성을,

기하였다 각 구간별로 조사원 명 명이 배치되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 -3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구성2.

청계천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102

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조사 월 일 및 조사구간 인구통계학적 문항. · , ,

청계천 방문 형태 청계천 복원과정에 대한 관심도 청계천 방문 후 만족, ,

도와 좋은 곳 추천 청계천 방문목적 청계천에서 해보던 경험 청계천 방, , ,

문 후 요구사항 청계천 방문시 시작과 끝 지점 등이다, .



표 설문구성과 척도< 5-1>

구 성 문 항 척 도

조사 월 일 구간1. · · 월 일 시 구간, , ,□ 자유 서술형▷

인구통계학2.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지와, , ,□

근무지
명목척도▷

청계천 방문 형태3.

청계천 방문빈도□

청계천에 머무는 시간□

청계천 방문시간대□

청계천 주로 방문하는 날□

명목척도▷

청계천에 대한 정보4.

인지

청계천 관련 인지정도 문항(8 )□

청계천 관련정보 추구□

점척도5▷

명목척도▷

청계천 방문 목적5. 청계천에 방문하신 이유□ 명목척도▷

청계천 방문시 이동6.

행태

동행하는 사람□

이용교통수단□

이동수단□

이동하는 길□

주로 머무는 곳□

청계천의 정체성□

명목척도▷

청계천에서의 경험7.
청계천에서의 경험 문항(12 )□

가보신 지역□

경험유 무·▷

명목척도▷

청계천에 대한 만족8.

도

가장 좋은곳과 싫은곳□

청계천에 대한 만족도 문항(16 )□

재방문 여부□

서술형▷

점척도5▷

명목척도▷

청계천 이용 후 요9.

구

꼭 필요한 것□

우선지켜야 할 것□

개선사항 문항(12 )□

서술형▷

명목척도▷

점척도5▷

청계천 시작과 끝10.

지점

시작지점□

끝지점□

주로 이용하는 지점□

자유 서술형▷



청계천 방문형태의 경우 청계천 복원 후 자주방문하는가 청계천에 방,

문해 머무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가 주로 방문하는 시간대는 언제인,

가 주로 방문하는 날은 언제인가로 이루어졌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어, .

느정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은 문항으로 청계천 다리와 이름 복원과9 ,

정에 대한 이해 청계천 복원에 대한 언론의 보도 관심 청계천 관련 인터, ,

넷 사이트 방문여부 청계천 홈페이지 방문 청계문화관이나 안내센타 이, ,

용 청계 경 인지도 청계천에 관련된 책자나 기념품 소유 여부에 대해서, 8 ,

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청계천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를5 .

알아보았다.

청계천 방문 이용 행태에 대해서는 동행하는 사람 청계천 방문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청계천내에서 주로 이동하는 수단과 주로 이동하는 길, ,

청계천에서 주로 머무는 곳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청계천에서 경험은 청. ‘

계천 주변에서 음식을 먹어보았다 청계천 주변에서 물건을 사보았’, ‘

다 청계천에서 공연이나 문화 행사를 관람해 보았다 청계천에서’, ‘ ’, ‘

데이트를 해 보았다 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계천 이용만족에 대해’ 12 .

서는 청계천은 걸어서 구경하기 좋은 곳이다 청계천은 운동하기 좋‘ ’, ‘

은 곳이다 청계천은 역사 문화를 잘 복원한 곳이다 청계천은’, ‘ · ’, ‘

물이 있어서 좋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5 (1= .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청계천 이용 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5= ) . ‘

차장이 더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

있으면 좋겠다 청계천 물이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청계천 내에’, ‘ ’, ‘

의자 식수대 등이 있으면 좋겠다 등으로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 ’ 5 (1=

다 매우 그렇다 로 이루어졌다. 5= ) .



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5-2>

설문 문항
신뢰도

(Cronbach's alpha)

청계천 정보인지 문항(8 ) 0.76

청계천 이용 후 만족 문항(16 ) 0.92

청계천 이용 후 요구사항 문항(12 ) 0.79

청계천 관련 정보 인지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으로 비교적 높게0.76

나타났으며 청계천 이용 만족에 대한 설문의 신뢰도 역시 로 높게 나, 0.92

타났다 청계천 이용 후 만족에 대한 신뢰도는 으로 나타나 분석으로. 0.79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 절 설문조사결과2

표본 구성1.

청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불성실한 응답

자를 제외한 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성별 연령대 조사470 . , ,

구간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와 현 근문지 직업을 기준으로 계절별로 분, ,

류해 보았다.

계절별로는 봄 명 가을 명 을 각각 조사하였232 (49.4%), 238 (50.6%)

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명 여자가 명 으로 조사. 223 (47.4%), 247 (52.6%)



되었으며 연령대의 경우 대가 가장 많은 명 으로 나타났으며, 20 207 (44%) ,

다음은 대 명 대가 명 등의 순으로 각각 조사30 91 (19.4%), 10 55 (11.7%)

되었다 구간별로 보면 구간이 명 구간 명. 1 146 (31.1%), 2 126 (26.8%), 3

구간 명 구간 명 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거주지별115 (24.5%), 4 83 (17.7%) .

를 인근지역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분( , , , )

류해본 결과 인근지역 보다는 기타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22.3%) (77.7%)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근무지를 통한 분류의 경우 역시 기.

타지역 이 인근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70.9%) (29.1%) .

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명 주부 명204 (43.6%) , 93 (19.8%), 53

전문직 명 등으로 나타났다(11.5%), 37 (7.9%) .



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3>

봄 가을 합계

성
별

여자 124 (53.4%) 123 (51.7%) 247 (52.6%)

남자 108 (46.6%) 115 (48.3%) 223 (47.4%)

연
령
대

대10 27 (11.6%) 28 (11.8%) 55 (11.7%)

대20 119 (51.3%) 88 (37.0%) 207 (44.0%)

대30 48 (20.7%) 43 (18.1%) 91 (19.4%)

대40 16 (6.9%) 33 (13.9%) 49 (10.4%)

대50 14 (6.0%) 23 (9.7%) 37 (7.9%)

대이상60 8 (3.4%) 23 (9.7%) 31 (6.6%)

조사구
간

구간1 64 (27.6%) 82 (34.5%) 146 (31.1%)

구간2 48 (20.7%) 78 (32.8%) 126 (26.8%)

구간3 68 (29.3%) 47 (19.7%) 115 (24.5%)

구간4 52 (22.4%) 31 (13.0%) 83 (17.7%)

현거주
지

인근지역 45 (20.5%) 56 (23.9%) 101 (22.3%)

기타지역 174 (79.5%) 178 (76.1%) 352 (77.7%)

현근무
지

인근지역 60 (27.4%) 55 (31.2%) 115 (29.1%)

기타지역 159 (72.6%) 121 (68.8%) 280 (70.9%)

직
업

학생 111 (48.3%) 93 (39.1%) 204 (43.6%)

주부 17 (7.4%) 37 (15.5%) 54 (11.5%)

사무직 45 (19.6%) 48 (20.2%) 93 (19.9%)

영업직 3 (1.3%) 6 (2.5%) 9 (1.9%)

자영업 15 (6.5%) 14 (5.9%) 29 (6.2%)

전문직 17 (7.4%) 20 (8.4%) 37 (7.9%)

노동직 2 (0.9%) 7 (2.9%) 9 (1.9%)

무직 10 (4.3%) 11 (4.6%) 21 (4.5%)

기타 10 (4.3%) 2 (0.8%) 12 (2.6%)

Total 232 (100%) 238 (100%) 470 (100.0%)



청계천의 일반적 이용형태2.

이용행태1)

청계천 이용형태 중 방문횟수는 조사대상자의 이상이 처음왔거55%

나 어쩌다 한 번 고 응답했다 반면 한달에 번(23.8%) (31.3%) . 1-2

일주일에 번 주말에만 온다 거의 매일 온(21.3%), 1-2 (11.9%), (2.8%),

다 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로 나타났다(8.9%) 44.9% .

그림 청계천방문횟수[ 5-1]

한달에1-2

회

21.3%

어쩌다 한

번

31.3%

처음왔음

23.8%일주일에1-

2회

11.9%

주말에 만

온다

2.8%

거의매일

온다

8.9%

그림 체류시간[ 5-2]

0-1시간

34.3%

1-2시간

44.5%

2-3시간

16.0%

3시간이상

5.3%

청계천에 방문해 주로 머무는 시간의 경우 시간 이나 시간이1 (34.3%) 2

내 가 로 나타났으며 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은 로(44.5%) 78.8% , 2 21.3%

나타났다.

방문하는 시간대의 경우 오후가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39.8% ,

점심시간이 로 나타났다 방문하는 날은 주말이나 공휴일26.4% . (56.4%),

평일 축제 및 행사일 순으로 나타났다(38.9%), (4.7%) .



그림 방문 시간대[ 5-3]

오전
5.3%

점심
26.4%

오후
39.9%

저녁
26.0%

밤
2.3%

그림 주로 방문하는 날[ 5-4]

평일
38.9%

주말 및
공휴일
56.4%

축제 및
행사일
4.7%

청계천에 대해서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라디오 아는 사TV. (27.4%),

람 인터넷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26.4%), (14.5%) .

그림 정보를 얻는 곳[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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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문이유 동행하는 사람 교통수단 이동수단< 5-4> , , ,

응답 사례수 %

방문이유

관광하기 54 11.5%

그냥지남 24 5.1%

문화공연 7 1.5%

산책하기 151 32.1%

아이교육 8 1.7%

약속사람 31 6.6%

역사체험 6 1.3%

자연생태 16 3.4%

잠시휴식 98 20.9%

조깅건강 29 6.2%

하천보기 44 9.4%

동행하는
사람

혼자 44 9.4%

가족 98 20.9%

친구나 애인 280 59.6%

회사동료 46 9.8%

단체방문 2 0.4%

교통수단

지하철 245 52.1%

버스나 택시 92 19.6%

자가용 18 3.8%

도보 108 23.0%

기타 7 1.5%

이동수단

도보 453 96.4%

순환버스 7 1.5%

자전거및 인라인 7 1.5%

기타 3 0.6%

청계천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산책

하기 위해서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잠시휴식32.1% ,

관광하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9%, 11.5% .

청계천을 방문할 때 동행하는 사람의 경우 친구나 애인 이라고(59.6%)

응답한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계천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

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지하철 도보 버스나 택시 순52.1%, 23%, 19.6%

으로 나타났다.



그림 청계천 방문 이유 목적[ 5-6] ( )

1.30%

1.50%

1.70%

3.40%

5.10%

6.20%

6.60%

9.40%

11.50%

20.90%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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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깅 건 강

약속 사 람

하천 보 기

관광 하 기

잠시 휴 식

산책 하 기

그림 방문시 동행인[ 5-7]

혼자
9.4%

가족
20.9%

친구나 애
인

59.6%

회사동료
9.8%

단체방문
0.4%

혼자 가족 친구나 애인 회사동료 단체방문

그림 방문시 교통수단[ 5-8]

지하철
52%

버스나 택
시

20%

자가용
4%

도보
23%

기타
1%

지하철 버스나 택시 자가용 도보 기타

청계천내에서 주로 이동하는 수단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가 걸어96.4%

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환버스나 자전거 및 인라인을 타고 이,

동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주이동로는 둔치 산책로 청계천 보행로 청계천 주변상65.7%, 29.8%,

가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계천에 방문해 주로 머무는 곳은 물4.5% .

가계단이나 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35.3% ,



보행로 다리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6.4%, 26% .

청계천을 방문해 가본 주변지역의 경우 종로 명동(27.2%), (20.9%),

동대문시장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11.7%) .

그림 주이동로[ 5-9]

둔치 산책
로

65.7%

청계천보
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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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가
4.5%

둔치 산책로 청계천보행로 청계천주변상가

그림 주로 머무는 곳[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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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보행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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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변 방문한 곳[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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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2)

기본적인 변인으로 설정된 계절별 성별 연령 현거주지별 조사구간, , , ,

별 연령에 따라서 이용형태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먼저 청계천을 방문하는 횟수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표 과 같< 5-5>

이 나타났다.

청계천 방문에 대한 횟수를 계절별 구간별 연령대 현거주지와 근무지, , ,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계절별 구간별. (X2=45.982, df=5, p<.001),

연령대별(X2=43.494, df=15, p<.001), (X2=73.502, df=30, p<.001),

현거주지별 현근무지별(X2=50.904, df=5, p<.001), (X2=88.038, df=5,

차이가 나타났다 청계천에 자주 방문하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p<.001) .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절별로.

봄의 경우 처음 왔다 가을은 어쩌다 한번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

반면 주말에만 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적었으며 봄 가을 역시 주말, ,

에만 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구간 구간. 1 , 2

에서는 청계천에 어쩌다 한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3

구간은 처음왔다 구간은 한달에 회나 일주일에 회 청계천에 온, 4 1-2 1-2

다고 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청계천 방문횟수에 따른 교차분석< 5-5>

처음
왔음

어쩌다
한 번

한달에
회1-2

일주일
에 회1.2

주말에
만 온다

거의
매일

합계
X2, df,

p

계절

봄
70 39 59 31 9 24 232 X2=

45.982,
df=5,
p<.001

14.9% 8.3% 12.6% 6.6% 1.9% 5.1% 49.4%

가을
42 108 41 25 4 18 238

8.9% 23% 8.7% 5.3% 0.9% 3.8% 50.6%

조사
구간

1
구간

27 61 30 12 3 13 146

X2=
43.494,
df=15,
p<.001

5.7% 13.0% 6.4% 2.6% 0.6% 2.8% 31.1%

2
구간

40 41 24 8 2 11 126

8.5% 8.7% 5.1% 1.7% 0.4% 2.3% 26.8%

3
구간

33 30 26 16 4 6 115

7.0% 6.4% 5.5% 3.4% 0.9% 1.3% 24.5%

4
구간

12 15 20 20 4 12 83

2.6% 3.2% 4.3% 4.3% 0.9% 2.6% 17.7%

연령
대

대10
20 21 11 3 - - 55

X2=
73.502,
df=30,
p<.001

4.3% 4.5% 2.3% 0.6% 11.7%

대20
54 73 48 17 2 13 207

11.5% 15.5% 10.2% 3.6% 0.4% 2.8% 44.0%

대30
23 26 15 14 6 7 91

4.9% 5.5% 3.2% 3.0% 1.3% 1.5% 19.4%

대40
5 12 13 7 1 11 49

1.1% 2.6% 2.8% 1.5% 0.2% 2.3% 10.4%

대50
8 8 5 7 3 6 37

1.7% 1.7% 1.1% 1.5% 0.6% 1.3% 7.9%

대60
이상

2 7 8 8 1 5 31

0.4% 1.5% 1.7% 1.7% 0.2% 1.1% 6.6%

현거
주지

인근
지역

8 22 23 26 6 16 101 X2=50.
904,
df=5,
p<.001

1.8% 4.9% 5.1% 5.7% 1.3% 3.5% 22.3%

기타
지역

101 119 73 29 5 25 352

22.3% 26.3% 16.1% 6.4% 1.1% 5.5% 77.7%

현근
무지

인근
지역

10 21 25 22 7 30 115 X2=88.
038,
df=5,
p<.001

2.5% 5.3% 6.3% 5.6% 1.8% 7.6% 29.1%

기타
지역

91 97 57 24 4 7 280

23% 24.6% 14.4% 6.1% 1.0% 1.8% 70.9%



그림 계절별 방문횟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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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간별 방문횟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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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령대별 방문횟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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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거주지별 방문횟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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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근무지별 방문횟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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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방문해 머무는 시간의 경우 연령대(X2=35.328, df=18,

와 현근무지 에 따라서 차이는 나타났지p<.01) (X2=13.316,df=3, p<.01)

만 그 외 성별 계절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

대는 시간 이 가장 많았으며 대역시 시간 대 시10 1-2 (5.5%) , 20 1-2 , 30 1

간 대와 대 역시 시간이 가장 많았다, 40 50 1 .

그림 연령대별 머무는 시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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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근무지별 머무는 시간[ 5-18]

0 10 20 30 40

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이상

인근지역 기타지역



표 청계천 주로 방문하는 시간대 교차 분석< 5-6>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합계 X2, df, p

계
절

봄
7

(1.5%)
81

(17.3%)
87

(18.6%)
49

(10.4%)
7

(1.5%)
231

(49.3%)
X2=

22.829,
df=4,
p<.001

가을
18

(3.8%)
43

(9.2%)
100

(21.3%)
73

(15.6%)
4

(0.9%)
238

(50.7%)

조사
구간

구간1
6

(1.3%)
44

(9.4%)
51

(10.9%)
43

(9.2%)
1

(0.2%)
145

(30.9%)

X2=
24.6086,
df=12,
p<.05

구간2
6

(1.3%)
33

(7.0%)
43

(9.2%)
38

(8.1%)
6

(1.3%)
126

(26.9%)

구간3
5

(1.1%)
35

(7.5%)
52

(11.1%)
22

(4.7%)
1

(0.2%)
115

(24.5%)

구간4
8

(1.7%)
12

(2.6%)
41

(8.7%)
19

(4.1%)
3

(0.6%)
83

(17.7%)

성별
여자

11
(2.3%)

65
(13.9%)

94
(20.0%)

75
(16.0%)

2
(0.4%)

247
(52.7%)

X2=
10.233,
df=4,
p<.05

남자
14

(3.0%)
59

(12.6%)
93

(19.8%)
47

(10.0%)
9

(1.9%)
222

(47.3%)

연
령
대

대10
3

(0.6%)
14

(3.0%)
21

(4.5%)
16

(3.4%)
1

(0.2%)
55

(11.7%)

X2=
42.743,
df=24,
p<.05

대20
3

(0.6%)
52

(11.1%)
81

(17.3%)
63

(13.4%)
8

(1.7%)
207

(44.1%)

대30
4

(0.9%)
28

(6.0%)
35

(7.5%)
22

(4.7%)
2

(0.4%)
91

(19.4%)

대40
6

(1.3%)
15

(3.2%)
21

(4.5%)
7

(1.5%)
-

49
(10.4%)

대50
3

(0.6%)
12

(2.6%)
12

(2.6%)
10

(2.1%)
-

37
(7.9%)

대60
이상

6
(1.3%)

3
(0.6%)

17
(3.7%)

4
(0.9%)

-
30

(6.4%)

현거
주지

인근
지역

7
(1.5%)

16
(3.5%)

46
(10.2%)

27
(6.0%)

5(1.1%)
101

(22.3%)
X2=

10.908,
df=4,
p<.05

기타
지역

17
(3.8%)

104
(23.0%)

132
(29.2%)

92
(20.4%)

6(1.3%)
351

(77.7%)

현근
무지

인근
지역

8
(2.0%)

41
(10.4%)

32
(8.1%)

27
(6.9%)

6(1.5%)
114

(28.9%)
X2=

17.782,
df=4,
p<.01

기타
지역

8
(2.0%)

74
(18.8%)

116
(29.4%)

77
(19.5%)

5(1.3%)
280

(71.1%)



청계천을 방문하는 시간대를 알아본 결과 계절별(X2=22.829, df=4,

조사구간p<.001), (X2 성별=24.6086, df=12, p<.05), (X2=10.233,

연령대df=4, p<.05), (X2 현거주지=42.743, df=24, p<.05),

(X2 와 현근무지=10.908, df=4, p<.05) (X2 에 따=17.782, df=4, p<.01)

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방문시간대의 경우 봄은 오후 에 가장 많이 방문(18.6%)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을 역시 오후 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봄, (21.3%) .

은 점심 가을은 저녁 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17.3%), (15.6%)

다.

구간이나 성별 역시 모두 오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역시 오후가 가장 많았으며 현거주지별로 인근. ,

지역이나 기타지역 역시 오후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타지역의 경우 점.

심 의 방문율이 인근지역의 점심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23.0%) (3.5%) .

현근무지에 따른 방문시간대의 경우 인근지역은 점심시간 이 가장(10.4%)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지역은 오후 에 가장 많이 청계천에 방문하(29.4%)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을 방문하는 날의 경우 조사구간(X2=20.708, df=6, p<.01),

연령대(X2 현근무지=38.856, df=12, p<.001), (X2=42.032, df=2,

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구간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말p<.001) .

이나 공휴일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 역시 주말이나 공휴일이 가장 많았지.

만 대 이후는 평일이 높게 나타났다 현근무지에 따라서는 인접지역의40 .

경우 평일 이 가장 많았고 기타지역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18.2%) ,

에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47.3%) .



그림 구간별 방문하는 날[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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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령대별 방문하는 날[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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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근무지별 방문하는 날[ 5-21]

0.0%

10.0%

20.0%

30.0%

40.0%

50.0%

인접지역 기타지역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축제 및 행사



표 청계천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5-7>

홈페이
지

인터넷
나TV

라디오
신문
잡지

안내
책자

청계천
홍보물

아는
사람

기타 합계
X2, df,

p

계
절

봄

9 37 58 18 2 12 63 33 232
X2=
20.08

7
df=7,
p<.01

1.9% 7.9%
12.3
%

3.8% 0.4% 2.6%
13.4
%

7.0%
49.4
%

가
을

4 31 71 43 3 8 61 17 238

0.9% 6.6%
15.1
%

9.1% 0.6% 1.7%
13.0
%

3.6%
50.6
%

연
령
대

10
대

3 12 11 4 - 3 20 2 55

X2=
82.82

9
df=42
p<.00

1

0.6% 2.6% 2.3% 0.9% 0.6% 4.3% 0.4%
11.7
%

20
대

5 45 43 25 4 8 61 16 207

1.1% 9.6% 9.1% 5.3% 0.9% 1.7%
13.0
%

3.4%
44.0
%

30
대

5 9 29 11 - - 26 11 91

1.1% 1.9% 6.2% 2.3% 5.5% 2.3%
19.4
%

40
대

- 2 19 7 - 5 7 9 49

0.4% 4.0% 1.5% 1.1% 1.5% 1.9%
10.4
%

50
대

- - 15 7 1 3 4 7 37

3.2% 1.5% 0.2% 0.6% 0.9% 1.5% 7.9%

60
대
이상

- - 12 7 - 1 6 5 31

2.5% 1.5% 0.2% 1.3% 1.1% 6.6%

청계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계절

(X2 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계절 전체로 보았=20.087, df=7, p<.01) .

을 때 봄은 아는 사람 가을의 경우 나 라디오 로 가장(13.4%), TV (15.1%)

많았다.

연령별로 역시 차이가 나타났다(X2 대=82.829, df=42, p<.001). 10

대는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대는 전체 응답20 , 30

의 나 라디오 로 연령이 많을수록 나 라디오를 통해서 청계천TV (6.2%) TV

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청계천 방문시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교< 5-8>

혼자 가족
친구나
애인

회사동료 단체방문 합계
X2, df,

p

계절
봄

22
(9.5%)

36
(15.5%)

149
(64.2%)

25
(10.8%)

-
232

(100%)
X2=

10.328,
df=4,
p<.05

가을
22

(9.2%)
62

(26.1%)
131

(55%)
21

(8.8%)
2

(0.8%)
238

(100%)

조사
구간

구간1
11

(7.5%)
21

(14.4%)
100

(68.5%)
14

(9.6%)
-

146
(100%)

X2=
35.647,
df=12,
p<.001

구간2
11

(8.7%)
24

(19%)
70

(55.6%)
19

(15.1%)
2

(1.6%)
126

(100%)

구간3
8

(7.0%)
24

(20.9%)
75(65.2

%)
8(7.0%) -

115
(100%)

구간4
14

(16.9%)
29

(34.9%)
35

(42.2%)
5(6.0%) -

83
(100%)

성별
여자

14
(5.7%)

54
(21.9%)

162
(65.6%)

16
(6.5%)

1
(0.4%)

247
(100%)

X2=
16.832,
df=4,
p<.01

남자
30

(13.5%)
44

(19.7%)
118

(52.9%)
30

(13.5%)
1

(0.4%)
223

(100%)

연령
대

대10 -
6

(10.9%)
48(87.3

%)
1

(1.8%)
-

55
(100%)

X2=
192.821,
df=24,

p<.001

대20
11

(5.3%)
5

(2.4%)
173

(83.6%)
17

(8.2%)
1

(0.5%)
207

(100%)

대30
10

(11.0%)
35

(38.5%)
32

(35.2%)
14

(15.4%)
-

91
(100%)

대40
8

(16.3%)
25

(51%)
8

(16.3%)
7

(14.3%)
1

(2.0%)
49

(100%)

대50
6

(16.2%)
15

(40.5%)
10

(27.0%)
6

(16.2%)
-

37
(100%)

대60
이상

9
(29%)

12
(39%)

9
(29%)

1
(3%)

-
31

(100%)

현거
주지

인근
지역

17
(16.8%)

32
(31.7%)

49
(48.5%)

3
(3.0%)

-
101

(100%)
X2=

26.367,
df=4,
p<.001

기타
지역

24
(6.8%)

61
(17.3%)

223
(63.4%)

42
(11.9%)

2(0.6%)
352

(100%)

현근
무지

인근
지역

18
(15.7%)

19
(16.5%)

52
(45.2%)

25
(21.7%)

1(0.9%)
115

(100%)
X2=

34.483,
df=4,
p<.001

기타
지역

16
(5.7%)

56
(20.0%)

189
(67.5%)

18
(6.4%)

1(0.4%)
280

(100%)



청계천 방문시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교의 경우 계절(X2=10.328,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간별df=4, p<.05) , (X2=35.647, df=12,

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계절별 구간별 모두 청계천 방문시 친구나p<.001) . ,

애인과 함께 온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

과 함께온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방문시 동행하는 사람의 경우.

계절별 차이가 나타났다(X2 하지만 친구나 애인=10.328, df=4, p<.05).

과 같이 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조사구간별 역시 차이.

(X2 가 나타났지만 다른 구간에 비해 구간은=35.647, df=12, p<.001) 4

가족과 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역시 친구나 애인과 함.

께 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별로 대와 대는 친구, 10 20

나 애인과 함께 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대 이상은 가족과, 30

함께 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현거주지와 현근무지에 따라서.

역시 친구나 애인과 함께 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청계천방문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계절별(X2=10.511,

조사구간별df=4, p<.05), (X2 현거주지별=47.597, df=12, p<.001),

(X2 현근무지별=82.645, df=4, p<.001), (X2 로=81.341, df=4, p<.001)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

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거주지에 따른 인근지역의 경우 도보 현근(52.5%),

무지별 인근지역 역시 도보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8.7%) .



그림 계절별 방문교통수단[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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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간별 방문교통수단[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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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거주지별 교통수단[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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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근무지별 교통수단[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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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 이동수단에 대한 분석< 5-9>

도보 순환버스
자전거 및
인라인

기타 합계 X2, df, p

조사
구간

구간1
144

(98.6%)
1

(0.7)
1

(0.7%)
-

146
(100%)

X2=34.952
df=9,
p<.001

구간2
122

(96.8%)
1

(0.8%)
-

3
(2.4%)

126
(100%)

구간3
113

(98.3%)
2

(1.7%)
- -

115
(100%)

구간4
74

(89.2%)
3

(3.6%)
6

(7.2%)
-

83
(100%)

청계천에 방문해 주로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조사구간에

서만 차이가 나타났다(X2 모든 구간에서 도보로=34.952, df=9, p<.001).

이동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구간의 경우 순환버스4 (3.6%),

자전거나 인라인 등으로 이동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7.2%) .

표 주 이동하는 길에 대한 분석< 5-10>

둔치산책로
청계천
보행로

청계천
주변상가

합계 X2, df, p

계절

봄
137

(59.1%)
84

(36.2%)
11

(4.7%)
232

(100%) X2=9.537,
df=2,
p<.01가을

172
(72.3%)

56
(23.5%)

10
(4.2%)

238
(100%)

청계천에 방문해 주로 이동하는 길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계절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다(X2 봄이나 가을 모두 둔지산책로=9.537, df=2, p<.01).

를 이동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계천 보행로 청계천 주, ,

변상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 주로 있는 곳에 대한 분석< 5-11>

다리위 다리밑
물가계단
이나 돌

벤치 보행로 합계 X2, df, p

계절
봄

11
(4.7%)

79
(34.1%)

70
(30.2%)

13
(5.6%)

59
(25.4%)

232
(100%)

X2=20.701
, df=4,
p<.001가을

7
(2.9%)

43
(18.1%)

96
(40.3%)

27
(11.3%)

65
(27.3%)

238
(100%)

성별
여자

5
(2.0%)

63
(25.5%)

105
(42.5%)

19
(7.7%)

55
(22.3%)

247
(100%)

X2=15.846
, df=4,
p<.01남자

13
(5.8%)

59
(26.5%)

61
(27.4%)

21
(9.4%)

69
(30.9%)

223
(100%)

연령
대

대10
1

(1.8%)
17

(30.9%)
18

(32.7%)
3

(5.5%)
16

(29.1%)
55

(100%)

X2=45.223
, df=24,
p<.01

대20
6

(2.9%)
53

(25.6%)
85

(41.1%)
10

(4.8%)
53

(25.6%)
207

(100%)

대30
6

(6.6%)
21

(23.1%)
24

(26.4%)
11

(12.1%)
29

(31.9%)
91

(100%)

대40 -
19

(38.8%)
17

(34.7%)
3

(6.1%)
10

(20.4%)
49

(100%)

대50
4

(10.8%)
6

(16.2%)
11

(29.7%)
9

(24.3%)
7

(18.9%)
37

(100%)

대60
이상

1
(3.2%)

6
(19.4%)

11
(35.5%)

4
(12.9%)

9
(29.0%)

31
(100%)

현근
무지

인근지
역

4
(3.5%)

29
(25.2%)

28
(24.3%)

12
(10.4%)

42
(36.5%)

115
(100%) X2=15.297

, df=4,
p<.05기타지

역
12

(4.3%)
76

(27.1%)
109

(38.9%)
19

(6.8%)
64

(22.9%)
280

(100%)

청계천에 방문해 주로 있는 곳에 대한 계절별 차이(X2=20.701, df=4,

는 봄은 다리 밑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을의 경우p<.001) (34.1%) ,

물가계단이나 돌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물가(40.3%) .

계단이나 돌 남자의 경우 보행로 로 각각 차이를 보인다(42.5%), (30.9%)

(X2 연령대는 대나 대는 물가계단이나 돌이=15.846, df=4, p<.01). 10 20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는 보행로 대는 다리 밑 대 이상, 30 , 40 , 50

은 물가 계단이나 다리밑에 주로 머문다고 응답했다.



청계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3.

청계천 장소에 대한 판단1)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청계천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

서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계천을 시민들의 휴식장소 로(81.7%)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들이 장소 자연생태장소 등. (8.5%), (4.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휴식장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청계천이 서.

울시민들의 휴식장소이며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

식하기 때문이다.

그림 청계천에 대한 인식[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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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아보았다 이에 각 문항을 다음과 같이 가지로 분류하였다. 4 .

표 청계천에 대한 인식별 구분< 5-12>

휴식장소1. 시민휴식 나들이장소 데이트 장소- , ,

체험장소2. 역사체험 문화공연장소 자연생태장소- , ,

관광장소3. 쇼핑장소 관관장소 보행로- , ,

기타4. 기타-

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계천 장소에 대한 교차분석< 5-13>

휴식장소 체험장소 관광장소 기타 Total

여자 231 (93.5%) 4 (1.6%) 12 (4.9%) - 247 (100%)

남자 195 (93.5%) 9 (4.1%) 17 (7.7%) 1 (0.5%) 222 (100%)

대10 50 (90.9%) 2 (3.6%) 3 (5.5%) - 55 (100%)

대20 193 (93.7%) 4 (1.9%) 8 (3.9%) 1 (0.5%) 206 (100%)

대30 85 (93.4%) 3 (3.3%) 3 (3.3%) - 91 (100%)

대40 41 (83.7%) 3 (6.1%) 5 (10.2%) - 49 (100%)

대50 29 (78.4%) 1 (2.7%) 7 (18.9%) - 37 (100%)

대60 28 (90%) - 3 (10%) - 31 (100%)

봄 207 (89.6%) 9 (3.9%) 14 (6.1%) 1 231 (100%)

가을 219 (92%) 4 (1.7%) 15 (6.3%) - 238 (100%)

구간1 136 (93.8%) 3 (2.1%) 6 (4.1%) - 145 (100%)

구간2 116 (92.1%) 3 (2.4%) 7 (5.6%) - 126 (100%)

구간3 103 (89.6%) 5 (4.3%) 7 (6.1%) - 115 (100%)

구간4 71 (85.5%) 2 (2.4%) 9 (10.8%) 1 (1.2%) 83 (100%)

합계 426 (90.8%) 13 (2.8%) 29 (6.2%) 1 (0.2%) 469 (100%)

성별에 따라 청계천 장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남자 나(87.8%)



여자 모두 휴식장소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 별(93.5%) .

로 알아본 결과 역시 청계천은 휴식장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 외 계절이나 구간별로도 청계천은 휴식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대부분이며 두 번째로 관광장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

공간성에 대한 판단2)

청계천을 방문하고 난 후 청계천 공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만족하였

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문항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체 문항별 평균을 보.

면 표 과 같다< 5-14> .

청계천에 대해서 만족의 경우 여성은 문화행사 에(M=3.04, SD=0.88)

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남자의 경우 역사문화 복원, (M=3.06,

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SD=1.13) .

연령별로는 대는 교육장소 로 만족도에 가장10 (M=3.22, SD=1.05)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대의 경우 가족 나들이, 20 (M=3.19, SD=1.28),

대는 대중교통이 편리 대의 경우 역사문화공간30 (M=3.10, SD=1.16), 40

대는 하천정비 대는 쇼(M=2.85, SD=1.13), 50 (M=3.14, SD=1.23), 60

핑하기 좋음 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M=2.68, SD=1.18) .

계절별로는 봄은 물이 좋음 이 가장 높게 나타났(M=4.11, SD=0.82)

다 하지만 가을에는 물이 좋다 가 가장 낮은 평균을. (M=1.87, SD=0.81)

보였다 구간별로는 구간은 역사문화복원 이 가장 높. 1 (M=3.12, SD=1.06)

은 평균을 보였으며 구간은 가이드가 있어 좋다, 2 (M=2.96, SD=1.06), 3

구간은 가족나들이 구간은 자연의 모습(M=3.21, SD=1.25), 4 (M=3.19,

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SD=1.16) .



표 청계천에 대한 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 5-14>

항목
느긋
구경

운동
좋음

관광
좋음

쇼핑
좋음

역사
문화
복원

교육
장소

문화
행사

대중
교통
편리

자연
의
모습

가족
나들
이

하천
정비

지역
정비

조명
좋음

가이
드좋
음

물이
좋음

먹거
볼·
거
좋음

여자
2.85 2.93 2.92 2.83 2.98 3.00 3.04 3.01 2.96 2.98 2.91 2.90 2.87 2.84 2.96 2.87

1.33 1.10 1.07 0.98 1.02 1.11 0.88 1.16 1.29 1.28 1.19 1.04 1.25 0.98 1.43 1.07

남자
2.89 2.94 2.92 3.00 3.06 2.99 3.01 2.86 3.03 3.00 2.86 2.87 2.84 3.00 2.99 2.94

1.27 1.08 0.99 1.05 1.13 1.07 0.96 1.07 1.24 1.24 1.23 1.07 1.11 1.12 1.35 1.03

대10
2.91 3.04 3.11 3.07 3.16 3.22 3.16 3.05 3.11 3.07 2.85 2.98 3.11 2.91 2.91 3.16

1.39 1.17 1.18 1.09 1.08 1.05 1.05 1.03 1.37 1.29 1.33 1.10 1.45 1.08 1.38 1.26

대20
3.03 3.00 3.09 2.97 3.14 3.17 3.13 2.98 3.13 3.19 2.99 2.98 3.00 3.03 3.18 2.99

1.30 1.02 1.01 1.01 0.98 1.03 0.87 1.15 1.25 1.28 1.17 1.04 1.21 0.99 1.34 0.99

대30
2.91 3.07 2.96 2.90 2.98 2.91 3.07 3.10 3.07 2.97 2.99 3.01 2.88 2.86 3.08 2.87

1.20 1.02 0.91 0.94 1.04 1.06 0.84 1.16 1.16 1.16 1.22 0.97 0.99 1.03 1.37 1.00

대40
2.55 2.67 2.51 2.63 2.85 2.67 2.76 2.69 2.65 2.59 2.59 2.53 2.37 2.59 2.59 2.59

1.17 1.05 0.89 0.97 1.13 1.01 0.97 1.16 1.27 1.19 1.10 0.94 1.01 1.14 1.41 1.08

대50
2.97 3.03 2.72 2.95 3.05 3.00 2.73 2.86 3.00 3.00 3.14 3.03 2.86 3.11 2.89 2.92

1.32 1.17 0.91 1.05 1.05 1.18 0.90 1.13 1.18 1.22 1.23 1.07 1.06 1.10 1.37 1.01

60
대

1.96 2.16 2.12 2.68 2.36 2.04 2.52 2.40 2.08 2.12 2.24 2.20 2.08 2.40 2.12 2.60

1.14 1.21 1.05 1.18 1.29 1.10 1.00 0.71 1.12 0.97 1.13 1.08 0.91 1.08 1.30 1.00

대70
2.33 2.50 2.67 2.33 2.17 2.50 3.67 2.83 2.33 2.83 2.00 2.17 2.33 3.50 2.17 2.17

1.75 1.76 1.37 1.21 1.83 1.38 0.82 1.17 1.51 1.60 1.55 1.47 1.21 1.05 1.83 0.75

봄
3.85 3.32 3.44 2.73 3.47 3.67 3.41 3.47 3.81 3.91 3.62 3.35 3.64 2.92 4.11 3.14

0.82 0.93 0.86 0.92 0.91 0.76 0.85 0.99 0.92 0.76 0.92 0.94 0.88 1.04 0.82 1.02

가을
1.92 2.55 2.42 3.08 2.58 2.33 2.65 2.41 2.19 2.10 2.18 2.44 2.09 2.92 1.87 2.68

0.91 1.10 0.93 1.09 1.04 0.95 0.83 0.99 1.03 0.96 1.02 0.96 0.91 1.06 0.81 1.02

구1
간

2.70 2.93 2.89 3.01 3.12 2.97 3.01 2.81 2.84 2.90 2.85 2.86 2.82 2.93 2.79 2.93

1.32 1.02 1.01 1.02 1.06 1.10 0.96 1.07 1.21 1.22 1.22 1.06 1.28 1.01 1.32 1.09

구2
간

2.78 2.88 2.90 2.84 2.90 2.93 2.93 2.89 2.89 2.81 2.76 2.75 2.66 2.96 2.86 2.75

1.33 1.13 1.08 1.04 1.17 1.09 0.90 1.23 1.43 1.31 1.28 1.03 1.18 1.06 1.53 0.98

구3
간

3.02 2.88 2.99 3.00 3.10 2.98 3.17 3.10 3.14 3.21 3.05 3.11 3.12 2.94 3.23 3.13

1.23 1.07 0.96 1.03 0.99 1.08 0.84 1.10 1.19 1.25 1.09 0.98 1.04 1.03 1.26 1.04

구4
간

3.12 3.10 2.90 2.69 2.89 3.14 2.99 3.02 3.19 3.13 2.93 2.84 2.87 2.80 3.12 2.80

1.29 1.18 1.09 0.96 1.04 1.08 0.99 1.05 1.16 1.21 1.24 1.14 1.15 1.15 1.39 1.03

Total
2.87 2.93 2.92 2.91 3.02 2.99 3.02 2.94 2.99 2.99 2.89 2.89 2.86 2.92 2.97 2.91

1.30 1.09 1.03 1.02 1.07 1.09 0.92 1.12 1.26 1.26 1.21 1.06 1.18 1.05 1.39 1.05



표 청계천 이용에 대한 문항별 만족 평균과 표준편차< 5-15> ( )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느긋구경하기 좋다 2.87 1.30

운동하기 좋다 2.94 1.09

관광하기 좋다 2.92 1.03

쇼핑하기 좋다 2.91 1.02

역사문화를 잘 복원했다 3.02 1.07

아이들의 교육로 장소로 좋다 2.99 1.09

문화행사가 많아 좋다 3.02 0.92

대중교통이 편리해 좋다 2.94 1.12

자연의 모습이 있어 좋다 2.99 1.26

가족나들이하기 좋다 2.99 1.26

하천이 잘 정비되어 좋다 2.89 1.21

주변 지역이 잘 정비되어 있어 좋다. 2.89 1.06

조명이 좋다 2.86 1.18

가이드가 있어 좋다 2.92 1.05

물이 있어 좋다 2.97 1.39

먹거리 볼거리가 많아 좋다· 2.91 1.05

주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 1= . 5=

청계천을 방문하여 이용한 후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역사문화를 잘 복

원했다 와 문화행사가 많아서 좋다(M=3.02, SD=1.07) (M=3.02,

는 응답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교육SD=0.92) .

장소 자연의 모습이 좋다 가(M=2.99, SD=1.09), (M=2.99, SD=1.26),

족나들이 하기 좋다 가 두 번째로 높은 평균을 보였(M=2.99, SD=1.26)

다 반면 조명이 좋다 는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M=2.86, SD=1.18) .



표 공간 만족도 분류< 5-16>

휴식편의성1. 구경하기 좋음 운동 가족과 나들이- , ,

체험편의성2. 교육장소 가이드 대중교통- , ,

문화편의성3. 역사문화복원 문화행사 먹거리 볼거리- , , ·

정비효과성4. 하천정비 지역정비 조명- , ,

자연친화성5. 물이 있어 좋음 자연의 모습- ,

관광편의성6. 관광하기 쇼핑하기- ,

표 청계천 공간에 대한 만족 분류에 따른 성별 차이에 대한 비교< 5-17>

(t-test)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휴식편의성
여자 247 2.922 1.064

468 -0.253 0.800
남자 223 2.946 1.025

체험편의성
여자 247 2.949 0.790

468 0.015 0.988
남자 223 2.948 0.749

문화편의성
여자 247 2.964 0.761

468 -0.562 0.574
남자 223 3.004 0.788

정비효과성
여자 247 2.895 1.008

468 0.393 0.694
남자 223 2.859 0.967

자연친화성
여자 247 2.960 1.258

468 -0.419 0.676
남자 223 3.007 1.177

관광편의성
여자 247 2.872 0.785

468 -1.117 0.265
남자 223 2.955 0.819

청계천 만족에 대한 문항을 여섯가지로 분류하여 성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없었다.



표 청계천 공간에 대한 만족 분류에 계절에 따른 비교 분석< 5-18>

계절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휴식편의성
봄 232 3.695 0.647

468
22.51

6
.000

가을 238 2.190 0.793

체험편의성
봄 232 3.353 0.611

468
13.18

6
.000

가을 238 2.553 0.700

문화편의성
봄 232 3.338 0.686

468
11.01

6
.000

가을 238 2.637 0.693

정비효과성
봄 232 3.537 0.725

468
18.98

5
.000

가을 238 2.236 0.760

자연친화성
봄 232 3.959 0.734

468
28.05

2
.000

가을 238 2.029 0.757

관광편의성
봄 232 3.080 0.719

468 4.580 .000
가을 238 2.748 0.845

성별과는 다르게 계절별 만족도 분류에 대한 차이는 검증되었다 구체.

적으로 휴식편의성의 경우 봄 이 가을(M=3.695, SD=2.190) (M=2.19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험편의SD=0.793) (t=22.516, df=468, p<.001).

성 역시 봄 로 가을 보다(M=3.353, SD=0.611) (M=2.553, SD=0.700)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문화편의성 정비효(t=13.186, df=468, p<.001). ,

과성 자연친화성 관광편의성 역시 봄이 가을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 .



표 청계천 공간에 대한 만족 분류에 따른 구간별 비교 분석< 5-19>

구간 N 평균 표준편차 df F p

휴식편의성

구간1 146 2.845 0.987

3 2.047 0.106
구간2 126 2.823 1.034

구간3 115 3.035 1.034

구간4 83 3.116 1.149

체험편의성

구간1 146 2.902 0.779

3 0.51 0.677
구간2 126 2.923 0.780

구간3 115 3.006 0.774

구간4 83 2.988 0.737

문화편의성

구간1 146 3.019 0.778

3 3.11 0.026
구간2 126 2.860 0.770

구간3 115 3.136 0.740

구간4 83 2.892 0.786

정비효과성

구간1 146 2.842 1.061

3 3.07 0.027
구간2 126 2.718 0.963

구간3 115 3.096 0.888

구간4 83 2.884 0.983

자연친화성

구간1 146 2.818 1.146

3 2.85 0.037
구간2 126 2.873 1.359

구간3 115 3.183 1.134

구간4 83 3.157 1.194

관광편의성

구간1 146 2.952 0.729

3 1.27 0.283
구간2 126 2.865 0.857

구간3 115 2.996 0.818

구간4 83 2.795 0.81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간별 문화편의성(f=3.11, df=3, p<.05),

정비효과성 자연친화성 에(f=3.07, df=3, p<.05), (f=2.85, df=3, p<.05)

서 각각 구간별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휴식 편의성 체험 편의성 관광, , ,

편의성에서는 구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구간별 만족도 비교[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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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청계천 공간에 대한 만족 분류에 따른 연령별 비교 분석< 5-20>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df F p

휴식편의성

대10 55 3.01 1.14

6 4.637 0.000

대20 207 3.07 0.99
대30 91 2.98 0.95
대40 49 2.61 1.01
대50 37 3.00 1.09
대60 31 2.32 1.32

체험편의성

대10 55 3.06 0.80

6 5.568 0.000

대20 207 3.06 0.69
대30 91 2.96 0.75
대40 49 2.65 0.74
대50 37 2.99 0.93
대60 31 2.61 0.87

문화편의성

대10 55 3.16 0.90

6 3.991 0.001

대20 207 3.08 0.70
대30 91 2.97 0.74
대40 49 2.73 0.82
대50 37 2.90 0.75
대60 31 2.58 0.77

정비효과성

대10 55 2.98 1.13

6 4.826 0.000

대20 207 2.99 0.97
대30 91 2.96 0.87
대40 49 2.50 0.89
대50 37 3.01 0.95
대60 31 2.17 1.11

자연친화성

대10 55 3.01 1.29

6 4.196 0.000

대20 207 3.15 1.17
대30 91 3.07 1.16
대40 49 2.62 1.24
대50 37 2.95 1.19
대60 31 2.18 1.38

관광편의성

대10 55 3.09 0.90

6 4.971 ·0.000

대20 207 3.03 0.75
대30 91 2.93 0.67
대40 49 2.57 0.78
대50 37 2.81 0.80
대60 31 2.45 1.05



연령별로 휴식편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F=4.637, DF=6, P<.001).

휴식편의성은 대 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20 (M=3.07, SD=0.99) ,

체험편의성은 대와 대가 가장 높은 평균 을 보였다 문화편10 20 (M=3.06) .

의성의 경우 대 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정비10 (M=3.16, SD=0.90) .

효과성의 경우 대 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20 (M=2.99, SD=0.97) .

자연친화성은 대 관광편의성은 대20 (M=3.15, SD=1.17), 10

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M=3.09, SD=0.90) .

표 청계천 공간 만족 분류에 따른 현거주지별 비교 분석< 5-21>

현거주지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휴식편의성
인근지역 101 2.73 1.11

451 -2.132 0.034
기타지역 352 2.98 1.02

체험편의성
인근지역 101 2.85 0.78

451 -1.268 0.206
기타지역 352 2.96 0.77

문화편의성
인근지역 101 2.84 0.80

451 -1.983 0.048
기타지역 352 3.01 0.77

정비효과성
인근지역 101 2.74 0.96

451 -1.419 0.157
기타지역 352 2.90 1.00

자연친화성
인근지역 101 2.93 1.18

451 -0.332 0.740
기타지역 352 2.97 1.23

관광편의성
인근지역 101 2.72 0.87

451 -2.631 0.009
기타지역 352 2.95 0.78

현거주지별 청계천 공간에 대한 인식의 경우 휴식편의성, (t=-2.132,

과 문화편의성 관광편의성df=451, p<.05) (t=-1.983, df=451, p<.05),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휴식편의성의 경우 기(t=-2.631, df=451, p<.01) .

타지역 이 인근지역 보다 높은 평(M=2.98, SD=1.02) (M=2.73, SD=1.11)

균을 보였다 문화편의성이나 관광편의성 역시 기타지역이 인근지역보다 높.

은 평균을 보였다.



표 청계천 공간에 대한 만족 분류에 따른 현근무지별 비교 분석< 5-22>

현근무지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휴식편의성
인근지역 115 3.01 0.97

393 -0.526 0.599
기타지역 280 3.07 1.04

체험편의성
인근지역 115 2.94 0.80

393 -0.687 0.492
기타지역 280 3.00 0.76

문화편의성
인근지역 115 2.90 0.74

393 -2.144 0.033
기타지역 280 3.08 0.80

정비효과성
인근지역 115 2.92 0.95

393 -0.506 0.613
기타지역 280 2.97 0.99

자연친화성
인근지역 115 3.07 1.14

393 -0.271 0.786
기타지역 280 3.11 1.26

관광편의성
인근지역 115 2.96 0.72

393 0.137 0.891
기타지역 280 2.94 0.81

현근무지를 기준으로 청계천공간에 대한 만족 분류를 비교분석한 결과

문화편의성 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타지역(t=-2.144, df=393, p<.05) ,

이 인근지역 보다 높은 평균을(M=3.08, SD=0.80) (M=2.90, SD=0.74)

보였다.

청계천 시민문화행태4.

경험 행위1)

청계천에 방문해 경험해 본 일에 대한 조사의 경우 청계천 주변지역에

서 음식을 먹어본 경험 주변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본 경험 상가지역을, ,

걸어본 경험 공연을 관람해 본 경험 등을 포함하여 총 개의 문항을 제, 12



시하였다 측정은 경험없다와 경험있다 그리고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해보.

고 싶다로 응답을 조사하였다.

표 청계천에서 경험한 일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비율< 5-23>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 없지만
해보고 싶다

주변음식 162 (34.5%) 260 (55.3%) 46 (9.8%)

물건구입 250 (53.2%) 176 (37.4%) 41 (8.7%)

상가지역 걸음 109 (23.2%) 338 (71.9%) 21 (4.5%)

공연관람 223 (47.4%) 161 (34.3%) 84 (17.9%)

각종행사참여 251 (53.4%) 102 (21.7%) 114 (24.3%)

운동 270 (57.4%) 142 (30.2%) 56 (11.9%)

데이트 196 (41.7%) 209 (44.5%) 63 (13.4%)

사진촬영 116 (24.7%) 313 (66.6%) 38 (8.1%)

가족나들이 194 (41.3%) 185 (39.4%) 89 (18.9%)

다리건넘 35 (7.4%) 412 (87.7%) 21 (4.5%)

발을 담금 264 (56.2%) 104 (22.1%) 100 (21.3%)

가이드 도움받음 355 (75.5%) 67 (14.3%) 45 (9.6%)

그 결과 가장 경험도가 높은 것은 다리를 건너보았다 상가지(87.7%),

역을 걸어보았다 사진촬영을 해보았다 주변에서 음식을(71.9%), (66.6%),

먹어보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경험도는 가이드의(55.3%) .

도움을 받아보았다 운동을 해 보았다 발을 담가보았다(75.5%), (5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56.2%) .



그림 청계천에서 경험한 일[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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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별에 의한 경험의 차이에 대한 비교< 5-24>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지만
해보고싶다

X2, df, p

물건구입
여자 141 (57.3%) 75 (30.5%) 30 (12.2%) X2=15.448

df=2
p<.001남자 109 (49.3%) 101 (45.7%) 11 (5.0%)

각종행사
참여

여자 127 (51.8%) 45 (18.4%) 73 (29.8%) X2=9.320
df=2
p<.01남자 124 (55.9%) 57 (25.7%) 41 (18.5%)

발을 담금
여자 127 (51.6%) 56 (22.8%) 63 (25.6%) X2=6.541

df=2
p<.05남자 137 (61.7) 48 (21.6%) 37 (16.7%)

성별 경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물건구입(X2=15.448, df=2,



여부는 남 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가 물건을 더 많이 구입p<.001) · .

해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이 경험이 없다 로 남성 보다(57.3%) (49.3%)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다 각종 행사 참여의 경우 역시 남성. (25.7%)

이 여성 보다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청계천(18.4%) .

물에 발을 담가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이 남성 보다(22.8%) (21.6%)

약간 높게 나타났다(X2=6.541, df=2, p<.05).

연령에 따라서는 주변음식을 먹어본 경험(X2=28.015, df=12, p<.01)

에서 대가 가장 높은 경험도 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대60 (72%) , 40

대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69.4%), 20 (54.1%) .

연령대별 차이는 물건구입 공연관람(X2=27.835, df=12, p<.01),

각종 행사참여(X2=25.678, df=12, p<.05), (X2=31.375, df=12,

운동경험 데이트p<.01), (X2=49.576, df=12, p<.001), (X2=89.926,

사진촬영 가족나들이df=12, p<.001), (X2=47.821, df=12, p<.001),

다리를 건넘(X2=83.134, df=12, p<.001), (X2=23.329, df=12,

청계천에 발을 담가봄 가이드의 도p<.05), (X2=38.877, df=12, p<.001),

움을 받아본 경험 에서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X2=26.962, df=12, p<.01) .

표 계절에 따른 경험의 차이< 5-25>

계절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 없지만
해보고 싶다

X2, df, p

가족나들이
봄 96 (41.7%) 76 (33%) 58 (25.2%) X2=13.965

df=2
p<.01가을 98 (41.2%) 109 (45.8%) 31 (13%)

발을 담금
봄 136 (59.1%) 35 (15.2%) 59 (25.7%) X2=14.465

df=2
p<.01가을 128 (53.8%) 69 (29%) 41 (17.2%)

계절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족나들이(X2=13.965, df=2,



p<.01 청계천에서 발을 담아본 경험), (X2=14.465, df=2, p<.01 에서만 계절)

별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나들, .

이는 가을 이 봄보다 높은 경험비율을 나타냈으며 발을 담가보는(45.8%) ,

것 역시 가을 이 높은 경험비율을 나타냈다(29%) .

표 구간별 경험도의 차이< 5-26>

구간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 없지만
해보고 싶다

X2, df, p

운동

구간1 87 (60%) 36 (24.8%) 22 (15.2%)
X2=52.978

,df=6,
p<.001

구간2 85 (68%) 25 (20%) 15 (12%)

구간3 74 (64.3%) 29 (25.2%) 12 (10.4%)

구간4 24 (28.9%) 52 (62.7%) 7 (8.4%)

데이트

구간1 45 (31%) 77 (53.1%) 23 (15.9%)
X2=13.846
, df=6,
p<.05

구간2 61 (48.8%) 47 (37.6%) 17 (13.6%)

구간3 47 (40.9%) 52 (45.2%) 16 (13.9%)

구간4 43 (51.8%) 33 (39.8%) 7 (8.4%)

가족
나들이

구간1 55 (37.9%) 56 (38.6%) 34 (23.4%)
X2=26.765

,df=6,
p<.001

구간2 65 (52%) 35 (28%) 25 (20%)

구간3 51 (44.3%) 43 (37.4%) 21 (18.3%)

구간4 23 (27.7%) 51 (61.4%) 9 (10.8%)

구간별 경험도의 차이에서 운동(X2 데이트=52.978,ddf=6, p<.001),

(X2 가족 나들이=13.846, df=6, p<.05), (X2 에=26.765,df=6, p<.001)

서 구간별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의 경우 역시 구간 이 가장 높은. 4 (62.7%)

경험율을 보였다 반면 구간 이 운동경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2 (20%)

타났다 데이트의 경험은 구간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 (53.1%) ,

역시 구간 이 가장 낮은 데이트 경험율을 나타냈다 가족나들이의2 (37.6%) .

경우 구간 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구간 이 가족1 (61.4%) , 2 (28%)

나들이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구간별 운동경험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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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간별 데이트 경험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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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간별 가족나들이 경험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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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거주지별 경험도의 차이< 5-27>

현거주지 경험 없다 경험 있다
경험없지만
해보고싶다

합계 X2, df, p

공연
관람

인근지역 47 (47%) 45 (45%) 8 (8%) 100 (100%) X2=11.55
1 df=2,
p<.01기타지역 169 (48.2%) 109 (31.1%) 73 (20.7%) 351 (100%)

운동
인근지역 39 (39%) 55 (55%) 6 (6%) 100 (100%) X2=35.53

4 df=2,
p<.001기타지역 221 (63%) 84 (23.9%) 46 (13.1%) 351 (100%)

가족
나들
이

인근지역 29 (29%) 59 (59%) 12 (12%) 100 (100%) X2=21.61
3 df=2,
p<.001기타지역 160 (45.6%) 117 (33.3%) 74 (21.1%) 351 (100%)

발을
담금

인근지역 51 (51%) 38 (38%) 11 (11%) 100 (100%) X2=21.60
0 df=2,
p<.001기타지역 204 (58.1%) 62 (17.7%) 85 (24.2%) 351 (100%)



현거주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여 청계천에서 경험한 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연관람(X2 운동=11.551, df=2, p<.01), (X2=35.534,

가족나들이df=2, p<.001), (X2 발을 담아본 일=21.613, df=2, p<.001),

(X2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공연관람 경험은 전체=21.600, df=2, p<.001) .

적으로 보면 기타지역 이 더 많았으며 운동이나 가족나들이 그리(24.2%) ,

고 청계천물에 발을 담아본 경험역시 기타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인근지역 사람들이 더 경험이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근지역 조사대상자의 가 공연관람의 경험이. 45%

있으며 가 운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나들이는, 55% .

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9% .

현근무지별로는 주변에서 음식을 먹어본 경험(X2=6.266, df=2,

공연관람경험p<.05), (X2 각종행사 참여경험=15.375, df=2, p<.001),

(X2 운동경험=11.672, df=2, p<.01), (X2 데이=25.578, df=2, p<.001),

트 경험(X2 가족나들이=7.402, df=2, p<.05), (X2=13.766, df=2,

청계천에 발을 담가 본 경험p<.01), (X2 에서 각각=8.211, df=2, p<.05)

차이가 나타났다.

청계천 방문패턴2)

청계천 시작점과 끝 주이용지점(1) ,

청계천을 방문하면서 시작하는 지점 방문을 끝내는 지점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지점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매우 많은 빈도가 나타

나 표로 제시하지 못하여 사례수가 명 이상인 응답만 제시하였다10 .



표 시작지점과 끝지점 주 이용지점에 대한 빈도< 5-28> ,

응답 사례수 %

시작지점

고산자교 28 6.0

관수교 19 4.0

광교 24 5.1

광통교 12 2.6

동대문 23 4.9

삼일교 23 4.9

오간수교 19 4.0

청계광장 124 26.4

황학교 14 3.0

끝내는 지점

고산자교 31 6.6

관수교 25 5.3

광교 10 2.1

광통교 20 4.3

다산교 11 2.3

동대문 34 7.2

삼일교 29 6.2

오간수교 21 4.5

종로 15 3.2

청계광장 86 18.3

황학교 12 2.6

주 이용지점

고산자교 12 2.6

관수교 10 2.1

광교 18 3.8

광통교 12 2.6

동대문 20 4.3

삼일교 20 4.3

장통교 10 2.1

청계광장 99 21.1

청계천을 이용하면서 시작하는 지점은 청계광장이 명 으로124 (26.4%)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산자교로 명 으로 나타났다, 28 (6%) .

청계천 방문을 끝내는 지점으로는 역시 청계광장이 명 으로86 (18.3%)

가장 많았으며 주이용지점 역시 청계광장으로 나타났다, .



이동거리에 대한 비교 분석(2)

청계천 방문시 청계천내에서 이동하는 거리를 알아보았다 다음 표. <

는 청계천 다리를 기준으로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청계천에 방문5-29> .

한 사람들의 이동거리를 알아보는데 있어 총거리 를 기준으로 각5,970m

다리와 다리 사이의 거리를 합하여 이동거리를 계산하였다 시작점과 끝점.

이 같은 사람의 경우 이동거리를 로 처리하였다10m .

표 다리와 다리 사이의 거리< 5-29>

다리 거리 다리 거리

청계광장 모전교~ 140m 마전교 나래교~ 210m

모전교 광통교~ 313m 나래교 버들다리~ 269m

광통교 광교~ 152m 버들다리 오간수교~ 261m

광교 장통교~ 262m 오간수교 맑은내다리~ 251m

장통교 삼일교~ 173m 맑은내다리 다산교~ 303m

삼일교 수표교~ 173m 다산교 영도교~ 312m

수표교 관수교~ 248m 영도교 황학교~ 312m

관수교 세운교~ 263m 황학교 비우당교~ 304m

세운교 배오개다리~ 235m 비우당교 무학교~ 346m

배오개다리 새벽다리~ 202m 무학교 두물다리~ 314m

새벽다리 마전교~ 170m
두물다리 고사자교~ 439m

고산자교 신답철교~ 318m



표 성별 계절 연령 구간에 따른 이동거리에 대한 비교< 5-30> , , ,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성별
여자 227 1439.93 1394.25

420 -1.76 0.080
남자 195 1701.52 1666.95

계절
봄 211 1183.13 1255.85

420
-5.23**

*
.000

가을 211 1938.47 1682.09

연령

대10 50 1565.18 1389.28

6 1.82 0.09

대20 187 1344.99 1403.68

대30 83 1582.00 1558.62

대40 42 1852.02 1641.08

대50 32 1847.94 1702.78

대60 22 2175.64 1920.96

대70 6 2132.83 2111.87

구간

구간1 131 1160.99 1400.84

3 5.24*** 0.001
구간2 111 1619.92 1364.13

구간3 104 1710.65 1490.41

구간4 76 1958.55 1866.52

청계천을 방문해 이동한 거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대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절별 과 구. (t=-5.23, df=420, p<.001)

간별 차이는 나타났다 계절의 경우 봄(f=5.24, df=3, p<.01) .

보다는 가을 에(m=1183.13, SD=1255.85) (m=1938.47, SD=1682.09)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구간 이 가장 먼거리를 이동4 (m=1958.55, SD=1866.52)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구간, 3 (m=1710.65, SD=1490.41),

구간 구간 순으2 (1619.92, SD=1364.13), 1 (m=1160.99, SD=1400.84)

로 나타났다.

청계천을 방문하여 이동하는 거리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보다는 가을에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청계천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역시 구간이 가장 적은 이동거리를 보였. 1

고 구간이 가장 많은 이동거리를 보였다, 4 .

청계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5.

청계천을 방문한 후 청계천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

자가 다시 오겠다고 응답했다.

청계천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의사는 전체 중 명 에 불과하다5 (1.1%) .

이중 여자 명 와 남자 명 로 대가 명 대 대2 (0.8%) 3 (1.4%) 20 2 30 , 40 60

대가 각각 명씩 오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계절별로 보면 봄에 조사한 사1 .

람 중 명 가을에 명이 오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구간별로는 구간2 , 3 3

이 명 구간이 명으로 나타났다3 , 4 2 .

그림 청계천 재방문 의사[ 5-32]

98.9%

1.1%

오겠다. 오지 않겠다.

청계천 이용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환경오염방지 가 가장 높(60.9%)

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청계천 규제사항 로 나타났다 반, (27%) .



면 교통법규준수 는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4.3%) .

그림 청계천 이용시 준수사항[ 5-33]

청계천규제
사항

27.0%

환경오염방
지

60.9%

자원봉사
7.2%

기타
0.6%

교통규범
준수
4%

청계천에 대한 개선 사항 분석

청계천 이용시 준수 사항□ □

청계천에서 인라인 자전거 이용금지 청계천에서 낚시금지1. · 2.

청계천에서 수용금지 청계천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금지3. 4.

청계천에 쓰레기 투여금지 청계천 노상방뇨금지5. 6.

청계천 애완견 동반 산책금지 야영이나 취사금지7. 8.



표 청계천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 5-31>

청계천
규제사항

환경
오염방지

교통
규범준수

자원봉
사

기타 합계 X2, df, p

성별
여자

53
(21.5%)

167
(67.6%)

9
(3.6%)

16
(6.5%)

2
(0.8%)

247
(100%)

X2=
10.982
df=4,
p<.05

남자
74

(33.2%)
119

(53.4%)
11

(4.9%)
18

(8.1%)
1

(0.4%)
223

(100%)

연령
대

대10
14

(25.5%)
34

(61.8%)
1

(1.8%)
5

(9.1%)
1

(1.8%)
55

(100%)

X2=
21.297
df=24,
p=.621

대20
55

(26.6%)
127

(61.4%)
10

(4.8%)
15

(7.2%)
-

207
(100%)

대30
25

(27.5%)
48

(52.7%)
6

(6.6%)
10

(11%)
2

(2.2%)
91

(100%)

대40
10

(20.4%)
36

(73.5%)
2

(4.1%)
1

(2.0%)
-

49
(100%)

대50
12

(32.4%)
24

(64.9%)
-

1
(2.7%)

-
37

(100%)

대60
8

(32%)
14

(56%)
1

(4%)
2

(8%)
-

25
(100%)

대70
3

(50%)
3

(50%)
- - -

6
(100%)

계절
봄

70
(30.2%)

135
(58.2%)

11
(4.7%)

15
(6.5%)

1
(0.4%)

232
(100%)

X2=
3.154,
df=4

p=.532
가을

57
(23.9%)

151
(63.4%)

9
(3.8%)

19
(8.0%)

2
(0.8%)

238
(100%)

조사
구간

구간1
48

(32.9%)
80

(54.8%)
3

(2.1%)
14

(9.6%)
1

(0.7%)
146

(100%)

X2=
15.626,
df=124,
p=.290

구간2
24

(19%)
81

(64.3%)
10

(7.9%)
10

(7.9%)
1

(0.8%)
126

(100%)

구간3
30

(26.1%)
74

(64.3%)
4

(3.5%)
6

(5.2%)
1

(0.9%)
115

(100%)

구간4
25

(30.1%)
51

(61.4%)
3

(3.6%)
4

(4.8%)
-

83
(100%)

청계천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한 결과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과 남성(X2=10.982,df=4, p<.05). (67.6%)

모두 환경오염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선택하(53.4%)

였다 하지만 연령별 계절별 구간별로는 차이가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지. , ,

않았다.



표 청계천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5-32>

여자 남자 합계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3.13 (1.09) 3.13 (1.20) 3.13 (1.14)

안전해야 3.58 (0.89) 3.47 (0.95) 3.53 (0.92)

노약 장애인도 이용- 4.05 (0.92) 4.02 (0.96) 4.04 (0.94)

의료시설 3.69 (0.88) 3.71 (0.83) 3.70 (0.86)

안내센타 더 3.59 (0.95) 3.55 (0.87) 3.57 (0.91)

가이드 더 3.33 (0.95) 3.29 (0.99) 3.31 (0.97)

물이 더 깨끗해야 3.99 (1.05) 3.91 (1.03) 3.95 (1.04)

물놀이 공간 3.74 (1.22) 3.62 (2.32) 3.68 (1.82)

징검다리 3.64 (0.99) 3.52 (0.94) 3.58 (0.97)

이동쉽게 3.83 (0.94) 3.79 (0.88) 3.81 (0.91)

편의시설 더 4.06 (1.05) 4.0 (0.97) 4.07 (1.01)

해충 악취 쓰레기, , 4.02 (1.06) 3.97 (0.96) 4.00 (1.01)

청계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의 경우 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편의시5

설 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편(m=4.07, SD=1.01) .

의시설의 경우 식수대 의자 화장실과 같은 시설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 , .

로는 노약자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m=4.04, SD=0.94)

한다는 응답과 해충 악취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는, , (m=4.00, SD=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는. (m=3.13, SD=1.14)

응답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표 청계천에 대한 요구 사항의 분석 계절별< 5-33-1> ( )

계절 N 평균 표준편차 df t/F p

청계천 정비
봄 229 4.05 0.57

465

5.72*
**

.000
가을 238 3.66 0.86

안전성 확보
봄 229 3.70 0.60 3.98*

**
.000

가을 238 3.43 0.82

안내 및 의료
봄 229 3.63 0.68 3.14*

*
.002

가을 238 3.42 0.76

청계천에 대한 요구사항을 요인분석하여 청계천 정비 안전성 확보 안, ,

내 및 의료 시설의 필요성 등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계절에 따른 차3 .

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청계천 정비의 경우.

봄 이 가을(t=5.72, df=465, p<.001) (m=4.05, SD=0.57) (m=3.66,

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아울러 안정성 확보와 안내 및 의료SD=0.86) .

시설 역시 봄이 가을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표 청계천에 대한 요구 사항의 분석 성별 연령별< 5-33-2> ( , )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df t/F p

청계천 정비
여자 247 3.88 0.76

465

0.933 0.351
남자 220 3.81 0.76

안전성 확보
여자 247 3.59 0.72

0.659 0.510
남자 220 3.54 0.75

안내 및 의료
여자 247 3.54 0.77

0.339 0.737
남자 220 3.51 0.69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df t/F p

청계천 정비

대10 55 4.03 0.79

6
4.254
***

0.000

대20 206 3.96 0.76

대30 90 3.79 0.69

대40 48 3.69 0.67

대50 37 3.58 0.78

대60 31 3.33 0.86

안전성 확보

대10 55 3.48 0.76

6 1.456 0.191

대20 206 3.59 0.68

대30 90 3.63 0.67

대40 48 3.59 0.79

대50 37 3.55 0.89

대60 31 3.51 0.71

안내 및 의료

대10 55 3.60 0.86

6 0.474 0.827

대20 206 3.55 0.72

대30 90 3.53 0.69

대40 48 3.42 0.75

대50 37 3.51 0.67

대60 31 3.35 0.82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에 대한 차이는 청,

계천 정비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청계천 정비에서(f=4.254, df=6, p<.001) .

대 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대10 (m=4.03, SD=0.79) , 20 (m=3.96,

가 두 번째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에서 보는SD=0.76) .

바와 같이 나이가 적을수록 청계천 정비에 대한 요구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요구사항에 대한 구간별 차이의 경우 청계천 정비(f=3.389, df=3,

안내 및 의료 시설 에서 구간별 차이가p<.05), (f=2.741, df=3, p<.05)

나타났다 청계천 정비의 경우 구간 에서 가장 높은. 3 (m=4.01, SD=0.85)

평균이 나타난 반면 구간 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 4 (m=3.67, SD=0.90)

다 안내 및 의료 시설에 대한 확충의 경우 역시 구간. 3 (m=3.61,

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구간 이SD=0.65) , 4 (m=3.33, SD=0.83)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표 청계천에 대한 요구 사항의 분석 구간에 따른 분석< 5-33-3> ( )

구간별 N 평균 표준편차 df t/F p

청계천 정비

구간1 145 3.84 0.69

3
3.389

*
0.018

구간2 126 3.81 0.85

구간3 114 4.01 0.58

구간4 82 3.67 0.90

안전성 확보

구간1 145 3.56 0.68

3 1.691 0.168
구간2 126 3.60 0.75

구간3 114 3.64 0.69

구간4 82 3.41 0.84

안내 및 의료

구간1 145 3.52 0.72

3
2.741

*
0.043

구간2 126 3.58 0.73

구간3 114 3.61 0.65

구간4 82 3.33 0.83



참고< >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별 분류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현거주지와 근무지는 청계천 인근지역 종로구 동대문구( , ,

중구 성동구 과 기타지역 그 외 지역 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에 이용하였, ) ( )

다 또한 강남과 강북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표 조사대상자의 현거주지 및 근무지 분류에 따른 빈도분석< 5-34>

지역별 빈도 %

현거주지

인근지역 101 21.5

기타지역 352 74.9

무응답 17 3.6%

강남 161 34.3

강북 197 41.9

기타 95 20.2

무응답 17 3.6%

현근무지

인근지역 115 24.5

기타지역 280 59.6

무응답 75 16%

강남 150 31.9

강북 179 38.1

기타 58 12.3

무응답 75 16%

이에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거주지별 인근지역은 기타지역21.5%,

로 각각 나타났으며 강남 강북 기타 로 각74.9% , 34.3%, 41.9%, 20.2%

각 나타났다 아울러 현근무지별로 조사분류한 결과 청계천 인근지역.

기타지역 로 나타났고 강남 강북 기타24.5%, 59.6% , 31.9%, 38.1%,

로 각각 나타났다12.3% .



표 현 거주지별 청계천 자주방문여부와 방문시간대 비교분석< 5-35>

인근지역 기타지역 Total X2, df, p

자주
방문
여부

처음왔음 8 (7.9%) 101 109 (24.1%)

X2=50.90
4df=5
p<.001

어쩌다 한번 22 (21.8%) 119 (33.8%) 141 (31.1%)

한달에 회1-2 23 (22.8%) 73 (20.7%) 96 (21.2%)

일주일에1-2
회

26 (25.7%) 29 (8.2%) 55 (12.1%)

주말에만 6 (5.9%) 5 (1.4%) 11) (2.4%

거의매일 16 (15.8%) 25 (7.1%) 41 (9.1%)

방문
시간
대

오전 7 (6.9%) 17 (4.8%) 24 (5.3%)

X2=10.90
8df=4
p<.05

점심 16 (15.8%) 104 (29.6%) 120 (26.5%)

오후 46 (45.5%) 132 (37.6%) 178 (39.4%)

저녁 27 (26.7%) 92 (26.2%) 119 (26.3%)

밤 5 (5.0%) 6 (1.7%) 11 (2.4%)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청계천 이용행태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지역별 차이는 청계천 자주방문여부(X2 와 방=50.904, df=5, p<.001)

문시간대(X2 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주방문여부의=10.908, df=4, p<.05) .

경우 인근지역의 경우 일주일에 회 한달에 회1-2 (25.7%), 1-2 (22.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지역의 경우 거의 오지 않음 처음. (33.8%),

왔음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분인 머무는 시간 주로 방문하는(28.7%) . ,

날 청계천에 대한 정보 추구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현 거주지별 청계천 방문시 동행하는 사람 교통수단에 대한 비교< 5-36> ,

인근지역 기타지역 Total X2, df, p

동행
하는
사람

혼자 17 (16.8%) 24 (6.8%) 41 (9.1%)

X2=26,367
df=4,
p<.001

가족 32 (31.7%) 61 (17.3%) 93 (20.5%)

친구나 애인 49 (48.5%) 223 (63.4%) 272 (60%)

회사동료 3 (3.0%) 42 (11.9%) 45 (9.9%)

단체방문 - 2 (0.6%) 2 (0.4%)

교통
수단

지하철 21 (20.8%) 214 (60.8%) 235 (51.9%)

X2=82,645
df=4,
p<.001

버스 및 택시 17 (16.8%) 72 (20.5%) 89 (19.6%)

자가용 5 (5%) 13 (3.7%) 18 (4.0%)

도보 54 (53.5%) 50 (14.2%) 104 (23%)

기타 4 (4.0%) 3 (0.9%) 7 (1.5%)

청계천 방문 행태를 알아본 결과 동행하는 사람, (X2=26,367 df=4,

과 청계천 방문시 이용하는 교통수단p<.001) (X2=82,645 df=4, p<.001)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동행하는 사람의 경우 인근지역 기타지역. (48.5%),

모두 친구나 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하지만(63.4%) (60%) .

인근지역의 경우 가족동행 비율이나 혼자 온다는 비율이 기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청계천 방문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인근지역은 도보

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기타 지역은 지하철 이(53.5%) (51.9%)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청계천내에서의 이동수단 이동길 주로 머무. , ,

는 곳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지역별 청계천 인지 정도에 대한 분석< 5-37>

지역별 N 평균 표준편차 df t/f p

현거
주지

인근지역 101 2.35 0.74
451 3.29 0.001

기타지역 352 2.09 0.69

강남 161 2.07 0.76

2 8.667 0.000강북 197 2.30 0.69

기타 95 1.98 0.57

현근
무지

인근지역 115 2.44 0.73
393 5.710 0.000

기타지역 280 2.01 0.64

강남 150 2.01 0.65

2 9.376 0.000강북 179 2.30 0.73

기타 58 1.97 0.58

지역별 청계천 인지 정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현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청계천 인지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인근지역 이 기타지역(t=3.29, df=451, p<.01). (m=2.35, SD=0.74)

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현거주지별로는 강북(m=2.09, SD=0.67) .

강남 기타(m=2.30, SD=0.67), (m=2.07, SD=0.76), (m=1.98,

순으로 나타났다SD=0.57) (f=8.667, df=2, p<.001).

현근무지별로는 인근지역 과 기타지역(m=2.44, SD=0.73) (m=2.01,

이 차이가 나타났으며 강북SD=0.64) (t=5.71, df=393, p<.001),

강남 기타(m=2.30, SD=0.73), (m=2.01, SD=0.65), (m=1.97,

순으로 나타났다SD=0.58) .



표 현거주지별 만족에 대한 분석< 5-38>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현
거
주
지

휴식 편의성
인근지역 101 2.73 1.11

451 -2.132 0.034
기타지역 352 2.98 1.02

체험편의성
인근지역 101 2.85 0.78

451 -1.268 0.206
기타지역 352 2.96 0.77

문화편의성
인근지역 101 2.84 0.80

451 -1.983 0.048
기타지역 352 3.01 0.77

정비효과성
인근지역 101 2.74 0.96

451 -1.419 0.157
기타지역 352 2.90 1.00

자연친화성
인근지역 101 2.93 1.18

451 -0.332 0.740
기타지역 352 2.97 1.23

관광편의성
인근지역 101 2.72 0.87

451 -2.631 0.009
기타지역 352 2.95 0.78

휴식편의성
강남 161 3.00 0.97

2 0.654 0.520강북 197 2.87 1.10
기타 95 2.89 1.04

체험편의성
강남 161 3.03 0.74

2 1.924 0.147강북 197 2.89 0.77
기타 95 2.88 0.83

문화편의성
강남 161 3.08 0.76

2 2.831 0.060강북 197 2.89 0.82
기타 95 2.96 0.69

정비효과성
강남 161 2.93 1.01

2 0.680 0.507강북 197 2.81 0.99
기타 95 2.84 0.95

자연친화성
강남 161 3.03 1.20

2 0.652 0.522강북 197 2.96 1.22
기타 95 2.85 1.25

관광편의성
강남 161 3.01 0.72

2 3.572 0.029강북 197 2.79 0.86
기타 95 2.96 0.80

현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기타으로 구분하여 청계천 만족도에

대해서 비교분석 한 결과 휴식편의성 문화(t=-2.132, df=451, p<0.05),

편의성 관광편의성(t=-1.983 df=451, p<0.05), (t=-2.631, df=451,

에서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식편의성에서는p<0.01) .



기타지역 이 인근지역 보다 높게(m=2.98, SD=1.02) (m=2.73, SD=1.11)

나타났다 문화편의성의 경우 기타지역 이 인근지역. (m=3.01, SD=0.77)

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관광편의성의 경우 역시 기(m=2.84, SD=0.80) .

타지역 이 인근지역 보다 높은 평(m=2.95, SD=0.78) (m=2.72, SD=0.87)

균을 보였다.

또한 현거주지를 강남과 강북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

과 관광편의성 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관광편의성(f=3.572, df=2, p<.05) .

에서 강남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타(m=3.01, SD=0.72) ,

강북 순으로 나타났다(m=2.96, SD=0.80), (m=2.79, SD=0.86) .



표 현근무지별 만족에 대한 비교분석< 5-39>

지역 N mean 표준편차 df t p

현
근
무
지

휴식편의성
인근지역 115 3.01 0.97

393 -0.526 0.599
기타지역 280 3.07 1.04

체험편의성
인근지역 115 2.94 0.80

393 -0.687 0.492
기타지역 280 3.00 0.76

문화편의성
인근지역 115 2.90 0.74

393 -2.144 0.033
기타지역 280 3.08 0.80

정비효과성
인근지역 115 2.92 0.95

393 -0.506 0.613
기타지역 280 2.97 0.99

자연친화성
인근지역 115 3.07 1.14

393 -0.271 0.786
기타지역 280 3.11 1.26

관광편의성
인근지역 115 2.96 0.72

393 0.137 0.891
기타지역 280 2.94 0.81

휴식편의성

강남 150 3.09 0.95

2 0.615 0.541강북 179 3.13 0.99

기타 58 2.96 1.12

체험편의성

강남 150 3.08 0.74

2 1.429 0.241강북 179 2.99 0.76

기타 58 2.89 0.79

문화편의성

강남 150 3.14 0.80

2 1.888
0.153

강북 179 3.01 0.79

기타 58 2.95 0.67

정비효과성

강남 150 3.03 0.97

2 0.417 0.659강북 179 2.95 0.98

기타 58 2.91 0.96

자연친화성

강남 150 3.19 1.20

2 0.992 0.372강북 179 3.16 1.19

기타 58 2.93 1.30

관광편의성

강남 150 3.01 0.80

2 0.990 0.372강북 179 2.98 0.74

기타 58 2.84 0.74

현 근무지별로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청계천에 대한 만족도



를 알아본 결과 문화편의성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t=-2.144, df=393,

그 외 휴식편의성 체험편의성 정비효과성 자연친화성 관광편의p<.05). , , , ,

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편의성의 경우 기타지역. (m=3.08,

이 인근지역 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SD=0.80) (m=2.90, SD=0.74) .

아울러 현근무지를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 그리고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현거주지별 요구사항에 대한 비교분석< 5-40>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현거
주지

청계천
정비

인근지역 101 3.77 0.79
449 -1.118 0.264

기타지역 350 3.87 0.76

안전성
확보

인근지역 101 3.43 0.81
449 -2.108 0.036

기타지역 350 3.60 0.71

안내 및
의료

인근지역 101 3.33 0.70
449 -2.883 0.004

기타지역 350 3.57 0.74

청계천
정비

강남 160 3.91 0.72

2
1.704

0.183강북 197 3.85 0.70

기타 94 3.73 0.95

안전성
확보

강남 160 3.66 0.69

2 3.609 0.028강북 197 3.57 0.73

기타 94 3.40 0.81

안내 및
의료

강남 160 3.59 0.74

2 1.007 0.366강북 197 3.48 0.71

기타 94 3.49 0.77

현근
무지

청계천
정비

인근지역 115 3.85 0.59
391 -0.942 0.347

기타지역 278 3.92 0.76

안전성
확보

인근지역 115 3.58 0.63
391 -0.910 0.363

기타지역 278 3.64 0.68

안내 및
의료

인근지역 115 3.48 0.58
391 -1.728 0.085

기타지역 278 3.61 0.73

청계천
정비

강남 149 3.91 0.79

2 1.173 0.311강북 179 3.93 0.62

기타 57 3.77 0.80

안내 및
의료

강남 149 3.61 0.69

2 1.569 0.210강북 179 3.67 0.62

기타 57 3.50 0.74

안전성확보

강남 149 3.60 0.77

2 0.216 0.806강북 179 3.55 0.63

기타 57 3.55 0.70

청계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안전성확

보 안내 및 의료(t=-2.018, df=449, p<.05), (t=-2.883, df=449,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성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의 경우 기타지p<.05) .



역 이 인근지역 보다 높은 평균(m=3.60, SD=0.71) (m=3.43, SD=0.81)

을 보였다 안내 및 의료시설의 필요성의 경우 역시 기타지역. (m=3.57,

이 인근지역 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SD=0.74) (m=3.33, SD=0.70) .

다음으로 강남 강북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안전성확보, ,

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안전성확보에 대한 요구의(f=3.609, df=2, p<.05) .

경우 강남 이 강북 기타(m=3.66, SD=0.69) (m=3.57, SD=0.73), (3.40,

지역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SD=0.81) .

근무지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청계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지

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 절 설문조사결과의 요약3

설문조사에 따른 청계천 이용행태를 항목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방문횟수는 청계천에 처음오거나 어쩌다 온다가 로 나타났으55.1%①

며 주기적으로 청계천을 방문하는 사람은 나머지 에 해당한다고 할, 45.9%

것이다 아직도 청계천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많고 나 라디오를 통해서. , TV

인지하고 있지만 시간을 내어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청계천에 방문해 머무는 시간의 경우 시간이 가장 많은1-2 44.5%②

를 나타냈다 이는 잠시 청계천을 둘러보고 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



청계천을 주로 방문하는 시간대는 주로 오후시간 이다(39.8%) .③

청계천을 방문하는 날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로 가장 높았다56.4% .④

즉 휴일에 가족이나 친구 혹은 애인과 같이 청계천에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

다.

청계천에 대해서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나 라디오가 가장 많은TV⑤

명으로 를 나타냈다129 27.4% .

청계천을 방문하는 목적은 산책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51⑥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잠시휴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명(32.1%) , 98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20.9%) .

주로 동행하는 사람은 친구나 애인으로 명 으로 나타났280 (59.6%)⑦

다.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⑧

명으로 를 나타내 가장 많았다245 52.1% .

청계천을 방문해 주로 이동하는 수단은 단연 도보가 명453 (96.4%)⑨

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동하는 길은 하천둔지로 조사대상자의 명 이 응309 (65.7%)⑩

답하였다.

청계천에 방문해 주로 있는 곳은 물가계단이나 돌이라고 응답한 사⑪

람이 가장 많은 명으로 를 나타냈다166 35.3% .

청계천 주변지역중 가본곳으로 종로라고 응답한 사람이 명128⑫

으로 나타나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은 종로를 가보는 경향이 높았다(27.2%) .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은 청계천을 어떤 장소로 인식하는가에 대해서⑬

응답자 명 가 시민의 휴식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384 81.7% .



청계천에 대한 만족에서는 역사문화를 잘 복원했다와 문화행사가 많⑭

아서 좋다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 을 보였다 아울러 체험편의성과(3.02) .

정비효과성은 여성의 평균이 높았으며 나머지 휴식편의성 문화편의성 자연, , ,

친화성 관광편의성은 남성의 평균이 높았다, .

아울러 계절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봄이 가을보다 만족도 평균이 더 높

았다.

구간별로는 문화편의성과 관광편의성을 제외하고 구간이 비교적 높은4

평균을 보였으며 구간은 구간과 반대로 문화편의성과 관광편의성이 다른, 1 4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대와 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현거주10 20 ,

별로는 청계천 인근지역보다 기타 지역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근무지별.

로도 기타지역이 인근지역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청계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는 다리를 건너보거나 상가지역⑮

을 걷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일이었다.

ꊉꊘ 청계천을 이용하면서 시작하는 지점은 청계광장이 명 으124 (26.4%)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산자교로 명 으로 나타났다, 28 (6%) .

청계천 방문을 끝내는 지점으로는 역시 청계광장이 명 으로86 (18.3%)

가장 많았으며 주이용지점 역시 청계광장으로 나타났다, .

ꊉꊙ 청계천을 방문하여 이동하는 거리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보다는 가을에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수록 청계천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역시 구간이 가장 적은 이동거리를 보였. 1

고 구간이 가장 긴 이동거리를 보였다, 4 .

ꊉꊚ 청계천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로 나타났으98.7%



며 청계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오염방지로 명 이 응, 286 (60.9%)

답했다.

ꊉꊛ 청계천을 방문하여 청계천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조사분석

한 결과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편의시설은 화장실이.

나 의자 식수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 .

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과 청계천 물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야 한다는 순

으로 나타났다.

ꊊꊒ 아울러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 청계천 정비 안전성확보 안내 및3 ( , ,

의료 로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계절별로는 봄에 청계천을 다녀간 방문자들이)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평균.

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평균이 다른, 10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구간에서 요구사항 평균이 가장 높았. 3

다.

제 절 설문조사로 본 청계천 시민문화행태 특성4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청계천 내에서의 시민문화행태는 전구간 공통적인

특징과 구간별 차별적 특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구간 공통적인 특징은 체재시간이 시간 이내로 비교적 짧다는2

것이며 청계천 출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 청계광장이라는 점이다 또, .

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청계천에 재방문하겠다고 응답하여 이용만족도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청계천을 방문한 이유로는 산책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



식이 있었다 관광을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을 시민휴식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나들이장소와 자연생태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계천의.

복원의도와는 달리 이 지역을 역사체험의 장이나 문화공연의 장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경우는 매우 낮다 반면 청계천 복원으로 역사문화가 복원되고 문화. ,

행사가 많아져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역사문화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구간별로 특징들을 서술해보면 우선 구간의 경우 전체 구간 중, 1

에서 친구애인을 동반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연히 데이트 경,․
험 비중도 가장 높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계천을 방문했다는 응답도.

가장 많은 반면 전 구간 중에서 가장 이동거리가 짧았다 문화인프라가, .

가장 많이 갖춰져 있는 구간인만큼 역사문화복원 만족도와 문화편의성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간은 처음 또는 어쩌다 한번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아서2 ,

전 구간 중 일회적 방문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구간들에 비.

구간 공통적 특징

•체재시간: 2시간 이내
•시작 및 끝지점: 청계광장이 가장 일반적
•재방문의사가 전체의 98.7%
•방문이유

- 산책
- 휴식
- 관광
※역사체험, 문화공연관람은 매우 낮음

•청계천에 대한 인식
- 시민휴식장소 (압도적)
- 나들이장소
- 자연생태장소
※역사체험, 문화공연장소는 매우 낮음

•청계천 복원으로 만족스러운 점
- 역사문화 복원
- 문화행사가 많음
- 교육장소
- 자연의 모습
- 가족나들이

•경험한 일
- 다리 건넘
- 상가지역 걸음
- 사진촬영
※경험 못했으나 하고싶은 것: 행사참여

•앞으로 중요하게 지켜야할 것
- 환경오염 방지



해 자가용을 이용해 방문했다는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구간은 주말이나 휴일의 방문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간으로 동3 ,

대문시장의 쇼핑과 연계하여 이해가 가능하다 친구나 애인을 동반한 비중.

이 높다 문화편의성 정비효과성 자연친화성 등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 ,

높게 나타난 구간인 반면 청계천정비 및 안내의료시설확충 요구 역시 높, ․
게 나타나기도 했다.

구간은 한달에 회 이상 방문하는 정기적 방문객 그리고 평일방문비4 1 ,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간으로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운동 및 가족나들이 경험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보를 이용해 접근했다는 응답도 가장 높았다 이동, .

거리가 전 구간 중에서 가장 길다는 점에서도 근린지역 주민들의 운동공간

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휴식편의성과 자연친화성의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간별 비교

- 정기적(한달1회 이상) 방문비중 가장 높음

- 평일 방문비중 가장 높음 - 가족동반 혹은 혼자 방문비중 높음

- 운동 및 가족나들이경험 가장 높음 – 휴식편의성, 자연친화성 만족도 높음

- 도보이용 방문비중 가장 높음 - 이동거리가 가장 김

- 청계천정비, 안내•의료시설확충요구 낮음

4구간

- 주말•공휴일 방문비중 가장 높음 - 데이트경험비중 높음

- 친구•애인 동반비중 높음

- 청계천정비, 안내•의료시설확충요구 높음

- 문화편의성, 정비효과성, 자연친화성 만족도 높음

3구간

- 처음+어쩌다 방문비중 가장 높음

- 자가용이용 방문비중 높음
2구간

- 친구•애인 동반비중 가장 높음 - 데이트경험비중 가장 높음

- 대중교통이용비중 가장 높음 - 이동거리가 가장 짧음

- 역사문화복원 만족도 높음 - 문화편의성 만족도 높음

1구간

- 정기적(한달1회 이상) 방문비중 가장 높음

- 평일 방문비중 가장 높음 - 가족동반 혹은 혼자 방문비중 높음

- 운동 및 가족나들이경험 가장 높음 – 휴식편의성, 자연친화성 만족도 높음

- 도보이용 방문비중 가장 높음 - 이동거리가 가장 김

- 청계천정비, 안내•의료시설확충요구 낮음

4구간

- 주말•공휴일 방문비중 가장 높음 - 데이트경험비중 높음

- 친구•애인 동반비중 높음

- 청계천정비, 안내•의료시설확충요구 높음

- 문화편의성, 정비효과성, 자연친화성 만족도 높음

3구간

- 처음+어쩌다 방문비중 가장 높음

- 자가용이용 방문비중 높음
2구간

- 친구•애인 동반비중 가장 높음 - 데이트경험비중 가장 높음

- 대중교통이용비중 가장 높음 - 이동거리가 가장 짧음

- 역사문화복원 만족도 높음 - 문화편의성 만족도 높음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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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Ⅵ 청계천 시민문화행태 분석 참여관찰 조사:Ⅱ

제 절 참여관찰의 목적과 관찰설계1

지금까지 기존 문헌자료분석과 언론분석 및 설문조사를 기초로 청계천

공간설계와 자원이용 시민인식조사 그리고 청계천 방문행태 등을 살펴보, ,

았다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의가 있지만 청계천. ,

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민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치우쳐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분석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차자료. 2

에 크게 의존하다보니 보다 직접적인 미시적 이용행태를 파악하는데도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청계천과 주변지역의 문화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청계천,

이용 시민들이 도심의 수변공간으로서 청계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에 대해 단순한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시민의 의식적 측면을 밝힐 필요,

가 있다 즉 청계천을 이용하면서 도심의 수변공간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

지게 되는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왜 어떤 행태를 보이게 되는가 등과, ,

같은 시민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인식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정량적 연구

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성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청계천을 이용

하는 시민문화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법을 이용한 시민문화행태조

사를 수행하 다.



관찰 계획 및 설계1.

청계천 지역 시민문화행태에 대한 참여관찰연구의 목적은

첫째 시민들이 청계천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며 이용하고 있는가, ,

둘째 청계천에서 일어나는 시민문화행태의 대표적 유형은 무엇인가, ,

셋째 청계천 문화프로그램에 의해 시민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밝,

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계천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태를 반복적으로 관

찰하고 심층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시민행태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석하,

다 또한 청계천을 이용하는 문화행태에 직접 참여하여 봄으로써 시민들. ,

이 청계천을 이용할 때 실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문,

화행태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연구자 자신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이러한 참여관찰연구는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에서 부족한 심층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도심 수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기능과 역할을 정성적 시각,

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참여관찰 연구방법을 청계천 시민문화행태연구에 적용하면 연구의 흐

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관찰의 대상이 되는 요소인 장소와 행위자. ,

활동에 대해 수동적 참여를 하며 서술관찰을 시도한다 그리고 서술관찰.

결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 또는 역들을 관찰포인트로 지정하고 적

극적 참여를 통한 집중관찰을 수행한다 그리고 집중관찰 결과 청계천 시.

민문화행태를 대표하는 유형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이를, 선별관찰하여

이용행태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그림 청계천 시민문화행태 참여관찰 연구흐름[ 6-1]

장 소

행 위 자 활 동

장 소

행 위 자 활 동

•단 순 성
•접 근 용 이 성
•비 노 출 성
•허 락 가 능 성
•빈 번 한 활 동

관 찰 포 인 트

이 용 행 태
유 형 의

특 징 파 악

관 찰
방 법 과
유 형

관 찰
대 상 과
활 동

관찰의 대상인 장소와 행위자 활동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청계천,

의 사회적 활동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 대상요인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청계천에서 주로 발견되는 시민의 활동양태는 공연 이벤트 개최 및·

참가 생태체험 학습 휴식 관광 걷기 및 자전거타기 등 스포츠 사진, · , · , ,

및 음악이나 미술 등과 같은 취미활동 등이며 행위자는 시간별 요일별, , ,

연령별 성별 동반자 유형별로 구분될 수 있다, , .

행위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배경인 청계천이라는 장소는 청계천 하천변

을 의미하는 내적 인자 및 주변적 요소를 의미하는 외적 인자로 구분된다.

내적 인자는 청계천 복원을 통해 조성된 생태적 환경과 조경 등 경관

적 측면 청계천 내부에 설치된 설치물과 청계 경 보도의 구조와 형태 무, 8 , ,

대공간 그리고 청계아티스트의 활동지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등을 대표,

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외적 인자는 청계천 주변의 상업 업무시설. · ,

도시계획에 따른 도심경관 청계천을 포함한 관광루트 주변지역의 역사, , ,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등의 인자이다.



그림 참여관찰 대상 요인별 세부사항[ 6-2]

활동 공연•이벤트, 체험•학습, 휴식•관광, 스포츠, 예술, 기타

행위자 시간별, 요일별, 연령별, 성별, 동반자

장소

내적인자

외적인자

자원봉사자

청계아티스트

무대공간보도설치물,

청계8경

생태환경,
경관,조경

자원봉사자

청계아티스트

무대공간보도설치물,

청계8경

생태환경,
경관,조경

접근성

(대중교통)

도심의

역사

관광루트도시계획
경관

주변상업•
업무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도심의

역사

관광루트도시계획
경관

주변상업•
업무시설

조사시기 및 관찰 포인트2.

청계천 지역의 시민문화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참여관찰의 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행사나 계절적 특성을 띤 특정 시기 또는 공연이. ․
벤트를 체험하는 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간헐적 수시 관찰 그리고 일정기,

간 동안 매일 꾸준히 관찰하며 변화의 양상을 모니터링 하는 지속적 관찰

로 나뉘어 진다.

간헐적 수시 참여관찰은 봄 여름 가을의 계절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 ,

는 시기에 수차례 행하 으며 특히 하이서울페스티벌 청계천 미술제, , 청

계천복원 주년 기념행사 청계천 걷기대회 청계천문화관 문화예술프로그1 , ,

램 등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행태를 관찰해보았다.

지속적 참여관찰은 월부터 월까지 이루어졌다 매일매일 청계천 지9 11 .

역을 다니면서 구간별 시간대별 시민들의 이용행태와 시민문화로 자리잡,

은 모습들을 찾아보았다.

관찰 대상지로는 먼저 하천 내부 즉 둔치 산책로와 하천 주변부인 인,

접블록의 보행공간까지를 범위로 잡고 하천 내부의 이용객과 주변지역의,



이용객을 나누어 행태를 살펴보았다 사실 청계천 내부의 경우 하천이 가.

지는 연속성의 특징 때문에 구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 그러나 산책로의.

단절 및 주변부 인접블록 보행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설문조사와 마,

찬가지로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찰하 다4 .

그리고 공간의 유형을 나누어 각 공간의 대표지점을 설정하여 관찰포

인트로 삼았다 인접블록과 연결되는 하천상부에서는 광장과 넓은 도로 등.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지역 청계천과 교차하는 명소 거리 청계천 다, ,

리와 이어진 거리 보행자전용다리 등을 포인트로 설정하 다, .

관찰포인트로 선정한 구체적인 장소를 살펴보면 이용객이 운집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청계광장과 세운교 광장을 설정하여 관찰했다 청계광장.

은 청계천 행사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대표광장으로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

는 지점이다 반면 세운교 광장은 보차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져 보행자 전.

용다리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리의 폭도 넓어 무대로 활용할만한 곳이

다.

청계천과 교차하는 명소거리는 관철동 피아노 거리를 택했다 관철동은.

종로의 유동인구를 자연스럽게 청계천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역이다 또한 오간수교 지점은 청계천 다리와 이어지는 거리를 관찰하는.

포인트이다 이곳은 동대문 패션타운과 인접한 지역으로 많은 쇼핑객과 외.

국인 관광객들이 모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청계천의 보행자 전용다리는 광통교 수표교 새벽다리 나래교 두물다, , , ,

리이다 이 중 빈번한 활동이 일어나는 다리로는 광통교와 새벽다리로 광. ,

통교는 구간 방문객들과 주변 업무시설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1

이고 새벽다리는 광장시장과 방산시장을 잇는 다리로 시장 상인들과 방문,

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이다 구간에서는 두물다리를 관찰포인트로 삼. 3

았다 구간에는 보행자전용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4 .



보차 혼용인 다리로는 구간에서 삼일교 구간에서는 마전교와 버들1 , 2

다리 구간에서는 황학교를 택했다 삼일교는 주말 청계천 차없는 거리의, 3 .

경계가 되는 다리이며 마전교와 버들다리는 주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것과 버들다리에 있는 전태일 기념상에 대한 시민반응을 함께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학교는 하류구간의 다리로 보행공간이 내부처럼 느껴지.

는 공간적 구분이 확실한 다리이기에 관찰포인트로 삼았다, .

그 외 청계천 홍보관 앞 청계천 문화관 앞 등 청계천 관련 시설물들의,

주변지역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산책로 내부의 공간들은 특별히 주변지역과 연결된 위치감이나 방향성

을 갖지 않으므로 공간 형태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물가 계단. ,

다리 밑 징검다리 분수 주변 수변무대 주변 호안장식 벽 주변으로 나누, , , ,

어 관찰했다.

그림 도심부 구간의 참여관찰 주요 지점[ 6-3]

그림 하류 구간의 참여관찰 주요 지점[ 6-4]



관찰 대상 행위자와 활동3. :

청계천 지역의 관찰 대상으로서의 행위자는 청계천 지역을 지나는 모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대상은 청계천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

문 한 집단과 지나쳐가는 사람 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의’ , ‘ ’ .

식을 가지고 방문한 집단의 경우 좀더 다양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집단을 주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관찰 대상으로서의 활동은 일차적으로는 이용행태를 포함한 청계천에

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여기서 문화적인 행태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특정 시기와 특정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는 행태.

들에 대해 주목하며 특히 문화예술과 관계된 행태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

겠다.

제 절 참여관찰 조사결과2

서술관찰 청계천 시민문화행태 스케치1. :

청계광장에서 서울숲에 이르기까지 선형으로 이어지는 청계천 지역에

서 시민의 이용행태는 시간별 구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청계광장 및 모전교와 광통교에 이르는 청계천 상류부는 가장 이용객

이 많고 이용연령과 형태도 다양한 지점이다 복원된 청계천의 시작부이자. ,

올덴버그의 조형물을 비롯해 분수와 폭포 청계 미니어처 등이 있는 청계,

광장은 청계천 복원의 상징적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청계광장은 항상 사람.



들로 붐비는데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분숫가에 걸터앉아 담소를 즐기거, ,

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 기념촬 을 하는 사람 청계미니어처와 분수에서, ,

물장난을 치는 사람 커다란 사진기를 들고 출사를 나온 사람 데이트 나, ,

온 연인 가족나들이객 등 이용행태도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 단체관광이, .

나 수학여행코스에 청계천이 포함된 경우도 많이 늘어 청계광장 옆에 단,

체관광버스를 임시주차해 놓고 짧은 관광을 즐기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

다 주말이면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구간의 차로가 차없는 거리로 지. 1

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이용한다 평일이라도 저녁이 되면.

무단횡단을 비롯하여 통행로로 이용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특히 오.

간수교 주변처럼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통행의 흐름이 더딘 경우 무단횡단

은 저녁은 물론 낮에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림 단체사진찍는 사람들[ 6-5] 그림 다리 위 직장인들[ 6-6]

그림 오간수교주변 무단횡단[ 6-7] 그림 청계광장 파병반대 시위대[ 6-8]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이곳에서는 각종 문화 행사 외에도 관련 시FTA

위와 북핵 반대 촛불 시위 파병반대 시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정치적,

인 의사 표출의 공간으로도 이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

말 차없는 거리인 청계광장 삼일교 구간에서는 시위행렬이 지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청계천을 내려다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으며 청계광장변의 진출입로를 통해 내부산책로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내부산책로의 경우 상류부는 천변에 계단식으로 앉을.

수 있게 조성된 곳이 많고 또 그러한 곳들에는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연인이나 친구 또는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혼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시민들,

도 간혹 눈에 띈다.



야외공간이므로 계절별 날씨에 따라 이용객수의 변동이 크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일 때는 늦은 밤까지 많은 시민들이 도심에서 물놀이를 즐기

는 모습을 보 지만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떨어질수록 이용객들의 수는,

줄고 있다 한여름에는 어린이를 비롯하여 일부 어른들도 청계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었으며 이 때문에 안전요원들과 실랑,

이를 벌이기도 했다 날씨가 꽤 선선해질 때까지도 천변에 앉아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쉬는 것은 일반적 풍경이었다 또한 한여름철에는 청계천의.

개 다리들이 좋은 피서지로 크게 사랑받았다 다리 밑 그늘에 앉아 청계22 .

천에 발을 담그는 것이 청계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피서방법이

었으며 아예 내부산책로변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거나 도시락을 먹는 경,

우도 종종 있었다.

그림 물가에 줄이어 앉은 사람들[ 6-9] 그림 자리를 편 나들이객들[ 6-10]



청계천 내부산책로를 이용하는 가장 흔한 이동패턴은 청계광장에서 시

작하여 구간과 구간 사이의 어느 지점까지 산책해 내려갔다가 다시 청1 2

계광장으로 되돌아와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교통이 가장 편리한 광화문 쪽.

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고나는 것이다 실제 이용객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

인근의 다른 진출입로를 이용하면 집으로 갈 방법이 막막할 정도이다 내.

부산책로를 이용하는 산책객들은 유모차를 끌고 나온 경우부터 운동 삼아

빨리 걷는 사람들과 심지어 경보를 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갖추고 나온 사

람까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구간은 고층 업무빌딩들이 에워싸고 거의 하루 종일 그림자를1

드리우고 있는데 이것이 여름철에는 보행환경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

다 삼일교 이후부터는 저층의 건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건물그림자를.

이용할 수 없다 햇살이 뜨거운 여름철에는 청계광장에서 산책을 시작하여.

삼일교 방향으로 진행했다가 건물 그림자가 끊어지면 청계광장 쪽으로 되

돌아가는 모습이 빈번하 다.

청계아티스트의 공연이나 정조반차도 등과 같은 설치물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서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역사를 교육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는 않다 오히려 정조반차도는 걸터앉을 수 있는 휴식처로서.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계아티스트의 경우 공연 한 회가.

끝나면 자리를 뜨는 식이어서 관람시간이 지극히 짧다 야간에 수상스크린.

을 설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관람하는 시간은 지극히 짧다 시.

민들은 지나치다가 저기 뭐 있다 잠깐 보고 가자 라며 접근하지만 역‘ ’ ,

시 잠깐 보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다.



그림 반차도 앞에 앉아있기[ 6-11] 그림 반차도 앞의 다양한 행태[ 6-12]

구간에서 구간으로 진행해 갈수록 내부 산책로를 이용하는 산책객의1 2

수는 확연히 줄어든다 이러한 감소는 천변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지 내부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천변보행로.

이용객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던. .

것이 동대문상가가 밀집해 있는 오간수교를 중심으로 이용객의 숫자가 일

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머니가 달린 조끼와 장갑 차림의 사.

람들과 주변 상가 마크가 찍힌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인

근 상가의 상인들과 쇼핑 나온 시민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오간수교에 전.

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는 것도 이용객이 많은 주요 원인 중 하나

이다.

그렇지만 오간수교와 맑은내다리를 지나 청계천 하류로 내려갈수록

이용객은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소망의 벽이나 터널분수를 구경하는 사람.

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류부에 비하면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대신 복장.

을 갖추고 운동을 하는 주민의 모습은 더 자주 볼 수 있으며 구간에 이, 4

르면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나 시민들의 모습도 종종 눈에 띤다.

청계천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용연령층이 매우 폭넓다는 것이다.

물론 상류구간은 젊은층이 보다 우세하고 하류로 갈수록 노년층이 우세해

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 연령층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계천의 높은 접근성과 개방성을 보여.

준다.

집중관찰 시간별 시민문화행태2. :

서술관찰의 결과 이용객 절대수의 증감에 상관없이 시간대에 따라 구,

간별 이용행태 자체가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평일 낮과 밤 주. ,

말 낮과 밤의 시민 이용행태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특정 관찰포인트를 정하고.

년 월부터 월까지 매일 집중관찰을 시도하 다 그리고 필요한2006 9 11 .

경우 심층인터뷰를 병행하 다 한편 여름철에 많은 이용이 있었으며 특. , ,

히 올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여름철의 독특한 이용행태를 오랫동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름철 이용행태를 따로 분리하여 서술하 다, .

평일 낮1)

구간에서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회사원들과 주변 상점 점원들이1

식사 후 잠시 휴식하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내부 산책로에서는.

대개 종이컵을 하나씩 들고 그늘에 앉아있거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볍게

산책한다 원두커피 전문점의 테이크아웃 컵들을 많이 들고 있고 가끔 자. ,

동판매기용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 상당수가 청계천. ,

의 내부산책로로 내려가지 않고 난간에 기대어 청계천 쪽을 바라보며 차,

를 마신다 관광 나온 외국인의 모습도 자주 보이는데 주말에는 일본인 혹.

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반면 평일 낮 시간에는 서양인들이 많았다.



그림 천변 난간의 외국인들[ 6-13] 그림 점심시간 후 회사원들[ 6-14]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식사 후 청계천에 한번 들른다 복원 이후“ .

깔끔해진 느낌이 좋다 인근 아르바이트생 대.”( , 10 )

대부분이 회사원인 가운데 친구 사이로 보이는 높은 연령대의 이용객,

들도 삼삼오오 산책을 즐기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은.

후 물놀이로 단체 방문한 경우도 자주 눈에 띤다.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왔다 주변에 밥 먹고 마땅히 갈 데도 없“ .

다 커피 값도 비싸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들어갈 데도 없다 대 여. , .”(60 , )

종로구 어린이집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돌아가면서 청계천에 산책을“

나온다 애들이 꽤 좋아해서 종종 나온다 이 근방에서 물이 흐르는 곳은. .

이곳뿐이니까 애들 데리고 나오면 너무 좋아해서 물에 막 뛰어들려고 한.

다 여기 다녀오면 밥들도 많이 먹고 대 여 유치원 선생님. .”(30 , , )……

점심시간이 지나도 이용객수는 많다 다만 회사원들은 거의 자취를 감.

추고 어린이집에서 온 어린이들과 노인층 중장년층 부인들 연인 가족, , , ,

등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촬 에 몰두하는 사진작가들도 많이 보인다. .



청계천의 자연 모습을 담으려고 사진을 찍는다 새들도 많이 날아들“ .

고 도심이지만 풀도 자라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다양한 주제의, ,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청계천의 복원 후의 변화된 모습과 이용행태는 좋은 사진 주제를 제“

공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기업들의 문화마케팅도 볼 수 있다 가령 신한은행.

의 즐거운 금요 문화디저트 는 광교 아래에 수변무대를 설치하고 크로‘ ’

스오버 재즈 가수 비보이 등의 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광교에는, , , .

신한은행 본사가 위치해 있다 점심 후 휴식시간을 이용하므로 공연시간. ,

은 시 분부터 약 분간 진행되며 천변 난간과 다리 위 무대 주변12 20 30 , ,

및 건너편 내부산책로 등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자세로 관람을

하고 있다.



그림 디오스에서 연 가족음악회[ 6-15] 그림 점심시간 후 공연관람[ 6-16]

구간은 구간에 비해 인적이 뜸한 편이지만 내부산책로에는 주변 상2 1 ,

인들이 삼삼오오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점심시간을 이.

용해 회사원들이 운동화를 신고 빠른 걸음으로 종로방향으로부터 동대문까

지 걸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보인다 구간과는 달리 천변보행로를. 1

이용하는 통행객들은 거의 없다 도심부 대형 건물들이 밀집한 구간에 비. 1

해 구간은 주변 건물들이 낮아 날씨와 광선의 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2 .

그늘이 거의 없고 뙤약볕을 쐬어야 하기 때문에 산책하기에 좋지 않을 때

가 많다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신문이나 가리개 등을 이용해 해를.

가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다리 밑이 아니면 앉아서 쉬기에도,

좋지 않다 마전교 부근이나 오간수교 부근 산책로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

지만 앉아서 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새벽다리같이 지붕.

이 있는 구조물의 아래에는 시장상인들과 시장에 일보러 나온 사람들이 햇

빛을 피하기 위해 앉아서 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점심시간이 지.

나면 회사원과 상인들은 모습을 감추고 친구단위의 노인층들이 자리를 지,

키고 있으며 보통 명 내외로 인원수의 단위가 큰 편이다 젊은 연인들은10 .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림 그늘진 벽으로 다니는 모습[ 6-17]

그림 새벽다리 그늘 아래[ 6-18] 그림 비닐봉지를 멘 사람들[ 6-19]

구간과 구간의 경우는 이용객의 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구3 4 . 2

간과 마찬가지로 태양광선이 강하다 구간의 경우 하천폭이 넓어지면서. 3

하도의 변화가 있고 가끔 음 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 차이일 것이다.

소망의 벽이 지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하지만 내부산책로의 통행

객은 구간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구간에 이르면 산책로가 넓어 행1 . 4

동의 반경도 넓고 내부순환로가 지나면서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그 그늘을

따라 운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구간까지는 자전거 및 인라. 1 3～

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구간에서는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는 시민들, 4

이 자주 보인다 인라인 동호회의 강습 플래카드도 볼 수 있다. .



평일 밤2)

구간은 이용객 수도 많고 동반객 분포도 상당히 다양하다 대략 친구1 .

단위 연인 가족 회사원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40%, 30%, 10%, 10%,

등으로 관찰되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연인단위가 지배적으로 많아지10% .

는데 계단이나 앉을만한 곳에는 앉아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연인들은 밤 시가 넘어서도 계속 있는 경우가 많다. 11 .

그림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 6-20]

사진( : dc-inside)

그림 야경을 즐기는 연인들[ 6-21]

사진( : dc-inside)

시내에서 약속이 있어 나온 길에 잠시 들렀다 청계천 복원 이전에는“ .

밥 먹고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커피숍에 가면 돈도 많이 들었는데 복원, ,

후 잠시 들러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 생겼다.”

시간이 늦을수록 이용객이 더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밤 시. 9

이후에 이용객이 더 느는데 대개가 연인이며 친구들로 보이는 집단이,

가량 있다 연령층은 대 후반에서 대 초반정도이며 대부분 앉20% . 10 30 ,

아서 시간을 보낸다.



동대문 일대 역시 연인단위 방문객이 지배적이지만 일본인 관광객과,

교복차림의 학생들도 눈에 띈다 구간에 비해 가족단위 친구단위 이용객. 1 ,

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정장차림의 회사원은 드물다 동대문 일대의. .

쇼핑몰 이름이 적힌 비닐백을 들고 다니는 여성끼리의 동반자들도 많다.

동대문 일대 역시 야간시간 시 시 이후 에 사람이 더 많다(21 -22 ) .

그림 동대문시장 주변야경[ 6-22]

사진( : dc-inside)

그림 빨래터 근처의 연인들[ 6-23]

사진( : dc-inside)

또한 동대문역 쪽 출구가 가장 붐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철역,

이 가장 가까우며 쇼핑몰이 몰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동대.

문역이 가깝고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대문을 지나면 갑자기 인적이 끊어진다고 느껴질 정도로 구간은3, 4

이용객이 현저히 적다 연령대가 꽤 높은 지역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끔 걸어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단위로 운동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빠르게 걷기 또는 마라. .

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복장을 완전 갖춘 동호회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

도 눈에 띈다 오후 시경에 이르면 이용객이 거의 없다 구간은 전철. 9 . 3, 4

역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데다 길 자체도 어둡고 인적이 드물기 때문

에 지역주민이 아니고서는 이용하기 어렵다.



주말 낮3)

구간은 금요일 오후부터 가족단위 이용객이 매우 많아져 토요일과1 ,

일요일 낮 시간대는 원만한 통행이 힘들 지경으로 붐빈다 기온이 높을 때.

는 가족단위로 물놀이를 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이용행태를 보인다 돗자리를 준비해 와서 그늘에서 쉬기도 한다 시간이. .

지날수록 직장인과 연인의 숫자가 늘어나며 가족단위 이용객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서울 친척집에 들렀다가 청계천 구경을 나왔다 건물들도 크고 복잡“ .

한데 그 한가운데 이런 것 청계천 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 .”

데이트 나와서 화를 본다 종로 가의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 . 3 , ,

등 화관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거나 명동 로 간다 표를 끊고 식사나CGV .

차를 마시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청계천에 들른다.”

구간에서 구간 방면으로 이동을 하다보면 종로를 지나면서 약간 한1 2 ,

산해지다가 다시 동대문 인근에 이르면 다시 이용객이 많아진다.



집이 이 근처이다 청계천 복원 후 쉴 곳이 생겨서 좋다 그렇지만“ . .

사람들이 많아져서 동네가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졌다 청계천에 매일 밤 조.

명을 켜놓으니 밤이 너무 밝아서 광공해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청계천 복원 후 가끔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예전에 비해“ , .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밝은 느낌이 난다 교통은 불편해졌다. .”

주말 밤4)

주말 오후에서 이른 저녁 사이에는 구간에 공연들이 많이 배치된다1 .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이며 특히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기 때문이다 그, .

러나 이들 공연을 제대로 다 보는 사람은 없고 지나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감상한다든지 노래 한 곡 끝나면 자리를 뜬다든지 하는 식의 가벼,

운 관람이 주를 이룬다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 중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8

하 는데 청계천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어디, ,

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른다는 응답이 대다수 으며 지나가다 공연이 있으,

면 본다고 하 다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

밤이 깊어지면 가족단위는 많이 빠져나가고 친구와 연인단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자연히 평균연령대도 훨씬 낮아진다 평일저녁과 다른 모, .



습이라면 정장차림의 회사원이 눈에 띠지 않는다는 점 정도이다 오후 시. 7

이후에는 평일 오후 시 이후와 유사한 분위기가 되지만 사람은 평일보다7 ,

정도 더 많다50% .

여름철 풍경5)

청계천의 첫 여름은 그야말로 도심속 피서지로 자리잡은 청계천의 모

습을 볼 수 있는 기회 다 청계천에서의 행위들은 대체로 봄가을과 유사.

하지만 물과의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이 되었다 즉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

족들의 경우 어린이들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노는 모습이 대부분이었

으며 나이든 사람들의 경우도 물 속에 발을 담그며 휴식하는 모습이 많았

다 가족단위의 물놀이를 온 경우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마련해서 온 경우.

도 눈에 띄었다 원래 청계천 산책로 내부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

으나 청계천 산책로가 주변으로 접근하기 좋지 않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

은 먹을 것을 싸오는 것 같았다.

그림 싸온 음료수를 먹는 모녀[ 6-24] 그림 젖은 옷을 갈아입힘[ 6-25]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 물놀이 한다고 한참 여기“ .

있는데 먹을 것을 사려면 잘 보이지도 않는 계단을 찾아 위에 올라가야 하



고 위에 올라가도 어디 가게가 있는지 모르겠더라 아래쪽에 내려오. .……

니까 주변 지리는 더 모르겠고 사람 많아서 복잡하고 하니까 아예 싸가지,

고 왔다 간단한 것들이라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 대 주부. .”(30 )

산책로 한쪽 편에선 물에 젖은 아이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 어머니

도 보 다 특히 광통교까지의 구간은 호안 조성이 잘 다듬어진 화강석으.

로 되어 있어서 하천이 아닌 풀장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친구들끼리 나.

온 학생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호안 주변에서 옷을 걷고 들어가

물을 튀기거나 하면서 놀았다 징검다리 주변에서 돌 쌓기 놀이를 하거나.

물고기를 찾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삼일교가 지난 구간으로 갈수록.

수질이 양호하지 못한 탓인지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었

고 계단 호안 등에 앉아 쉬는 사람들이 다수 다.

선별관찰 개별적 이용3. 1 :

집중관찰의 결과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문화행태는 크게 개별적 이용

과 행사참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기서 행사참가형은 다시 일회성.

이벤트 참가와 정기적 행사참가로 구분된다 이들의 행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므로 유형을 구분하여 선별관찰을 시도하 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적극적

으로 병행하 다.

우선 본 절에서는 개별적 이용을 중심으로 관찰한 결과를 다루도록 하

겠다 개별적 이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산책 및 휴식형 운. . ,

동형 그리고 천변구경꾼형이 그것이다, .



산책 및 휴식형1)

가장 일반적인 청계천 이용행태이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단위로 내부. ,

산책로를 산책한다 청계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나 벽화 다리. ,

등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담소를 나누면서 걷,

는다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둔치에 앉아서 휴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기.

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한다, .

이 유형에 해당되는 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 는데 청계천을 방20 ,

문한 이유에 대해 명당 명꼴로 청계천 자체를 보기 위해 왔다고 밝혔10 4

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근처에 왔다가 청계천에 잠시 들러 둘러보는.

형식이었는데 예를 들어 인근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명동성당에 가,

기 위해 또는 남산 인사동 등을 거쳐 청계천에 이른 형식이었다 연인들, , .

의 경우는 종로나 명동에서 화관람 쇼핑 등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청계천에 들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청계천 인근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 들렀거나 들를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에 나.

와 도보로 이동하며 도심부의 문화자원과 유흥시설 청계천을 함께 감상, ,

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청계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

들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도심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

것이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여유와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물.

가 주변에 걸터앉아 가까이 지켜보는 것도 좋다 세 여.”(40 , )

유모차가 이동하기에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

통로도 청계광장 쪽에만 있어 불편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깨끗해서 좋다. .

조경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산책하기에 좋은 것 같다 세 남.”(36 , )

생각보다 썩 훌륭하다고 보진 않지만 도심 속에서 쭉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생겼다는 것이 의미 있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다 세 여.”(29 , )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 나들이하기에 좋은 것 같다 명동이나 근처 시“ .

가지에 들렀다가 오기에도 좋다 세 여.”(59 , )

도심에서 물 흐르는 것을 보는 것과 벽화가 좋다 딱히 불편한 점은“ .

없다 가족단위로 나들이하기에도 좋고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잠시 탈피하. ,

기에도 좋다 세 남.”(53 , )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자연생태“ ,

환경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도심 속에 위치하여 주변 다른,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 연인.”(20 , )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산책이나 휴식 중에 청계아티스트의 공연과 같

은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없거나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

계천 지역은 청계아티스트의 공연이나 기업의 문화마케팅과 같은 문화예술

공연이 상대적으로 자주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민의 문화예,

술 경험률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청계천에 어울리는 음악 공.

연이나 퍼포먼스 또는 볼거리나 행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청계천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형2)

지역주민이 운동에 이용하는 경우와 아침저녁 출퇴근시 또는 점심시간

을 이용하여 인근 오피스나 상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를 운

동형으로 분류하 다 이에 해당하는 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 다. 28 .

출퇴근시 청계천을 이용하는 경우는 도심부까지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청계천을 통과해 출퇴근을 하는 형식이다 출퇴근시, .

동행인은 거의 없지만 주변에 청계천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는 것이 공통적인 대답이었다 청계천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므로 평균.

분 정도 출퇴근시간이 더 늘었지만 건강에 좋고 삶이 여유로워지기10-20

때문에 이를 택한다고 하 다.

도심부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조용하여 기분이 상쾌해진다“ .”

시내 한가운데 강이 있어서 좋다 물이 흐르고 시원하다 걸어서 출“ . .

퇴근하니 건강에 좋다 대 남.”(50 , )

차비가 절약된다“ .”



아이를 등교시키는데 같이 걸어서 간다 아이를 직접 등교시키니 관“ .

계가 친밀해져서 좋다 대 여.”(30 , )

학원가는 길에 청계천에 들른다 신호등이 없어서 계속 걸을 수 있어“ .

서 좋다 출입구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대 여. .”(20 , )

종로에 직장이 있어 퇴근길에 운동 삼아 걷게 되었다 항상 걸어서“ .

퇴근한다 도심 속에 물이 있어서 좋다 문화행사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

그냥 지나친다 대 남.”(40 , )

일찍 퇴근할 때만 이용한다 집이 서초동인데 걸어서 동대문까지 가“ .

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간다 강북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다 대. .”(30 ,

남)

점심시간 혹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청계천에서 운동하는 유형의 경우,

청계천 복원 이전에는 점심시간 혹은 저녁시간에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다

가 복원 이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운동의 형태는 대개 빠.

르게 걷기로 정장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직장인들은 일반인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걷고 운동을 하기 위해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걷는다 보.

통 분에서 시간 정도를 운동에 소요하고 있었다 남자 명이 짝지30 1 . 2 3～

어 다니는 경우가 자주 보 다.

그림 내부순환로 아래 운동객[ 6-26] 그림 두물다리 근처 운동객[ 6-27]



근무지가 종각인데 점심시간에 수표교에서 황학교 사이를 걷는다 공“ .

기가 맑고 물소리가 좋다 조용하고 자연이 좋아서 도시를 탈피했다는 느.

낌을 받는다 대 남.”(40 , )

원래 바빠서 운동을 거의 못했는데 청계천 복원 후 거의 매일 나온“

다 회사가 광화문 근처에 있어서 저녁 먹고 나와서 운동하고 다시 들어간.

다 나무가 있어서 너무 좋지만 수질이 나쁜 것 같다 대 남. .”(30 , )

삼성화재에 다니는데 저녁시간이면 거의 매일 운동하러 나온다 청계“ .

천 복원 전에는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배오개다리에서 청계광장.

사이를 걷는다 청계천이 생겨서 운동을 시작했고 다른 운동은 안한다 음. , .

악이 나와서 좋다 대 남.”(30 , )

물론 지역주민이 운동을 위해 청계천변을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 내 다

른 하천변과 유사하다.

동대문에 산다 운동하러 청계천에 매일 나온다 공기가 좋고 산소가“ . .

많아서 운동하기에 좋다 대 남 지역주민.”(60 , , )

청계천 복원 후 근처 사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온다 여름밤“ , .

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특히 시원하기 때문에 복원하기 전에 비하면 엄청

많은 지역주민들이 운동에 이용한다 대 여 지역주민.”(40 , , )

청계천은 도심부에서 유일하게 신호등 없이 산책로가 연결되는 장소이

며 자연환경을 직접 접할 수 있고 소음이 작기 때문에 운동에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장 및 거주지와 가깝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여. ,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운동 목적으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 ,



우 대체로 청계천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있, ,

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혀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천변구경꾼형3)

청계천변 난간 또는 다리에 기대어 청계천을 바라보는 유형이다 점, .

심 또는 저녁시간에는 식사 후에 잠시 난간에 기대어 차를 마시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대개 분 이상 체재하지 않는다 인근 직장인들 외에도, 15 .

천변에서 청계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중 인을 대상으로 인. 10

터뷰를 실시했는데 대개가 내부산책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위에서 구경하,

는 것을 즐긴다고 답하 다.

청계천에 처음 방문했고 시간 정도 있다 갈 예정이다 내부산책로로“ 1 .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는 입구를 못 찾았다 청계광장 조형물과 분수대 물. ,

청계천 전반을 보고 있다 대 여 교포.”(50 , , )

청계천에 세 번째 왔다 시간 정도 있다 간다 밑에는 사람이 많고“ . 1 .

가끔 정신이상자가 보여 안내려간다 가로수와 주변 건물경관을 주로 보는.

데 조금 더 도시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생태지향적인 청계천이 되었으면 좋,



겠다.”

위에 있어야 잘 보인다 밑으로 내려가면 복잡하다 주로 식생을 보는“ . .

편이다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없어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

난간에서 내려다보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청계천에서 행해지는 공“( ) .

연 등이 좋고 앞으로 공연계획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이들이 주로 청계천에서 감상하는 것은 청계광장의 조형물과 분수 주변,

건물경관 야경 식생 등이며 일부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감상한다고 밝히기, , ,

도 하 다.

선별관찰 일회성 이벤트 참가4. 2 :

청계천은 복원된 후 많은 이벤트들이 열리는 무대가 되고 있다 이들 이.

벤트는 일회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청계천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문화행태

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청계천미술제 복원, , 1

주년 기념행사 등은 행사가 다양하고 참가자가 많았으므로 일회성 이벤트 중

에서도 대표적인 행사로 판단된다 이들 이벤트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용행.

태를 관찰하 다.

하이서울페스티벌1)

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월 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월 일까지2006 5 4 5 7

개최되었다 주요 무대는 서울광장과 청계천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



한 행사들이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전야제 행사 중 하나로 열린 청계.

천 연등놀이는 조계사 청계천 인사동 조계사를 잇는 코스 다 또한 다산- - - .

교부터 고산자교 사이의 하류지역에 연등을 설치한 청계천 연등전이 행해져,

청계천의 야경에 볼거리를 더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찾은 시민이 무척 많았다 월 치고 무더운 날씨. 5

으므로 특히 청계천 상류부는 물장구치는 어린이들로 가득했다 가족단위, . ,

친구단위로 방문하여 청계천 주변에 설치된 조형물과 청계아티스트들의 퍼포

먼스를 보며 산책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었다 사람들로.

크게 붐볐기 때문에 상류 쪽에서 내부산책로를 이용해 진행하는 속도는 매우

느렸다 축제 프로그램이 주로 청계천 상류부와 서울광장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청계천 상류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

청계천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하이서울페스티벌 구경나온 김에 들렀“

다 청계천에서도 이런 여러 행사들이 있는 줄 몰랐다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

재밌고 볼 것도 많다 대 여.”(30 , )

이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어 해방감이 느껴진다 물과 음악“ .

과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기분이 살아난다 대 여.”(30 , )

청계광장에서는 시민공모 프로그램으로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

들고 출연하는 무용 음악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무대 앞에 마련된 객석, , .

에 앉아서 관람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으며 주변에 서거나 난간에 기대,

어 관람하는 모습들도 많았다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잠시 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청계천 일대에는 기타 부대행사들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음식부스를.

설치한 음식축제 희망의 동전 던지기가 이루어진 팔석담 시민 나눔 축제 등,



이 청계광장 주변에서 있었고 장통교에서는 가훈 써주기 등의 문자행위예술,

이 이루어졌다 또한 곳곳에서 풍물놀이 등을 볼 수 있었다. .

청계천미술제2)

청계천 미술제는 서울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청계광장과 모전교 광통교 일,

대에서 열린 거리 미술제이다 환경미술제를 표방한 이 행사는 당초 월. 7 18

일부터 시작하려 했지만 우천으로 인해 일에나 개막되어 약 주에 걸쳐29 2

전시되었다 이 시기는 청계천 방문객의 수가 거의 최고조에 이를 때 는.

데1) 가족단위와 친구단위의 물놀이객이 가장 많았다, .

청계천 미술제에 참가한 작품들은 청계광장 청계미니어쳐 옆 들여다보(‘

기 광장의 분수대 앞 폭포수 바로 아래 나들’), (‘the standard era’), (‘

이 팔석담 위 공화국 수비대 그리고 천변을 잇는 산책로 안 공중’), (‘ ’), ,

물고기의 꿈 사람 비행 광통교 위 로봇 기린인 척(‘ ’, ‘ ’, ‘ ’), (‘ ’, ‘ ’,

아톰 청계천 물 위 더 포윔 온 워터 호안벽 기어오르는 로봇 매‘ ’), (‘ ’), ( ,

달린 원숭이 산책로 웰빙토끼 등에 전시되었다 청계천 거리를 지나는), (‘ ’) .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에 신기해하기도 하며 감탄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청계천 광장에 있는 작품들 옆에서는 사진 찍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빨대 캔 같은 걸 이용해 이렇듯 멋진 작품을 만들어“ ,

낼 수 있다니 정말 멋지다 사진 찍고 있는 연인.”( )

1)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일일 방문객 최고치를 기록한 날은 월 일 만 천명7 8 17 8 ,
월 일 만 백여 명이었다8 13 16 6 .



정말 표정이 리얼하다 요즘은 이렇게 분장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 .

아서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 웰빙토끼를 보며 대 여.” ( 10 , )

청계광장 광통교 위의 작품들에 비해 산책로 안의 작품들 특히 공화, ,

국 수비대의 경우 작품이라기보다는 산책로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듯했다.

특히 아이들이 놀이시설처럼 이용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장소.

의 특성과 잘 맞은 덕분으로 보 다 미술제 이전부터 팔석담은 사진찍기.

에 좋은 장소 는데 작품과 더불어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

며 특히 가족단위로 온 방문객들은 아이들이 작품에 올라타도록 해서 사진

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 산책로 내부의 작품이었던 웰빙토끼의 경우도 작.

품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작품이 훼손되어 작품이 있던

곳에 수리중 이라는 문구가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다“ ” .

깊은 호안단면을 이용한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 공중에 떠 있는 듯이

보이는 작품들은 호기심을 일으키기 충분했으며 특히 청계천의 전체적인

경관을 돋보이게 했다 굳이 산책로에 내려가지 않고 천변에서 작품을 즐.

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물고기들이 청계천에서 뛰쳐나와 하늘로 몰려가는 것 같다 정말 멋“ .

지다 흰색이어서인지 눈에도 잘 띄고 그런데 저쪽 공중에 매달려 있. .……

는 저 작품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그리고 다리. .



위에 언뜻 보이는 저 작품도 무엇일지 호기심이 생긴다 이따가 꼭 올라가.

볼 생각이다 사진 찍고 있는 남자 대.”( , 30 )

여름철이어서 낮보다 저녁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 다 광장.

에서 광통교를 지나 세월교까지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작품들은 조.

명으로 인해 빛이 났으며 야경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인지 무심결에 작품을 건드리.

고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 다.

청계천 미술제는 거리 전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 으며 생활과

가깝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계천 복원 주년 기념행사3) 1

청계천 복원 주년을 맞아 청계 광장 분수대 가까운 곳에 무대를 설치1

하고 가수들 댄서들이 나와 공연을 했다 광장의 약 반 정도를 점유한 무, .

대 역은 무대 앞 의자를 놓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구경하는

모습이었다.

아주 급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 사“ A .

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서 좋다 남 대.”( , 20 )

나머지 광장의 반쪽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뛰는 아



이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모습을 드러낸 올덴버그의 조형물

이 있었으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사람들은 주변의 앉을 자리로 더 인

식하는 듯 했다 자리가 나면 곧바로 다른 사람이 앉곤 했다. .

청계광장 외 광통교 주변에서는 풍물놀이와 장수풍뎅이 체험 각종 먹,

거리장이 열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았다.

청계천 축제 기간동안에는 특별히 차 없는 구간이 기존 삼일교까지의

구간에서 관수교까지로 넓혀졌고 관수교 변 한국전력에서는 단편 화를 상

했다 관람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었는데 청계천 건너편 즉 중구 쪽 블록에 자리를 깔고 앉아 화를 보, ,

고 있는 가족도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전력 바로 앞 천변 보행로에 앉.

아서 보고 있었으며 청계천 산책로 내부 관수교 아래 우안호안계단에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삼일교와 관수교 사이는 지역적 특성상 야간활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

역이다 축제로 인해 차 없는 거리가 되었지만 보행량이 많지는 않고 그나.

마 종로와 연결되는 북쪽 블록에 사람들이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사람이 거

의 없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지역 업체인 듯한 곳에서 길거리에 전자다트를 진

열해놓았는데 거리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홍보효과가 꽤 있는

듯했다.

그림 영화제구경[ 6-28]

그림 남측 천변도로[ 6-29] 그림 한적한 관수교 부근 북측[ 6-30] ( )



그림 공구상가 앞 다트판[ 6-31] 그림 한밤 다트놀이[ 6-32]

선별관찰 행사참여5. 3 :

선별관찰의 세 번째 대상은 청계천에서 이뤄지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행사 참가자들로 청계천걷기대회 청계아티스트 공연 그리고 청계천문화관, , ,

의 문화행사프로그램 참가자를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모.

두 동일한 유형의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들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외에 약식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 다.

걷기대회1)

걷기 대회는 년 월부터 시작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청계2006 4 ,

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여름철까지는 고산자교 서울숲까지의 구간을. ～

걷게 하여 하류구간활성화의 목적이 컸으나 도심하천으로서의 청계천의 모습



을 소개하기 위해 현재는 둘째 주 토요일에는 고산자교에서 서울 숲으로 넷,

째 주 토요일에는 고산자교에서 청계광장으로 걷기 대회를 실시한다.

걷기대회는 오전 시에 시작되며 간단한 등록을 하고 번호를 부여받는데7

종착 지점에서 이 번호로 추첨을 해서 경품을 나누어준다.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가 상당히 많다 보통 참가자.

가 명이 넘고 특별한 날 시장과 함께 걷는다든가 일주년 기념행사 등1,000 , ( )

에는 명 이상이 참가한 적도 있다고 한다 대체로 장년층과 노년층이5,000 .

많으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도 많다 직장이나 동아리 동료.

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연인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참여한 중고생,

들이 눈에 띤다 특히 대에 걸쳐 온 가족이 나온 집들도 많았다. 3 .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활력이 넘치는 편이며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런지 여유 있게 즐기는 분위기 다 걷기대회 중간지점에선 물을 나누어주.

고 종착지점에 가면 간단한 과자류 식품과 음료수 등을 나누어준다 미리 준.

비된 무대에서 축하 공연과 경품추첨 행사를 하는데 다소 높은 연령층에 호

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경품추첨은 서울숲 내 야외무대 그리고 서울. ,

광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시 분 정도에 끝났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해산한10 30

다.

년 월 일에 행해진 청계천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을 대상으2006 10 28



로 약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명이 응답하 다 응답자는 대부분 서울159 .

시 거주민이었으며 경기도 거주민이 약간 있었다 서울 중에서도 특히 종로, .

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청계천 인접 구 거주민이 전체 응답자의, , ,

에 해당하는 명인 반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서울의 남동부48.4% 77 , , , ,

거주민은 명으로 에 불과하 다10 6.3% .

전체 응답자의 만이 청계천 걷기대회에 최초로 참가했다고 응답한32%

반면 거의 매번 참가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여서 청계천 걷기대회, 45.9% ,

행사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56%

는 청계천 걷기대회 이외의 다른 걷기대회에도 종종 참가한다고 밝혀서 과,

반수가 걷기대회 자체를 즐기는 계층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이 청계천 걷기대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

서가 로 가장 높았고 신문 및 방송을 통해서가 로 그 다음을33.3% , 30.8%

이루었다 서울시 홍보물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나. 26.4%

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은 에 불과하 다, 5% .

걷기대회 참가자들 중 인근 지역주민의 참가율이 높기 때문에 대개 대중,

교통과 도보를 이용해서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에. 54.7%

해당하는 명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걷기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으며87 ,

도보로 온 참가자는 다 걷기대회에 가족과 함께 참가한 유형이 가29.6% .

장 많은 친구나 이웃과 참가한 경우가 이며 혼자 참가한 경44.7%, 28.9% ,

우도 나 되었다 참가 목적으로는 거의 에 육박하는 명이 건17.6% . 70% 111

강을 꼽았으나 청계천을 둘러보기 위해 걷기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사람은,

명에 불과했다4 .

한편 응답자의 가 한달에 한번 이상 청계천을 방문한다고 밝혔, 57.9%

지만 걷기대회 이외의 다른 청계천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에 불과하며 그 행사 내용도 청계천달리기 남산거북이마28.3% , ,

라톤 하이서울마라톤 롯데환경걷기대회 등 걷기대회와 유사한 성격의 행, ,

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청계천 걷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청계.

천의 문화예술 행사를 경험하는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청계천 걷기대회의 매력에 대한 응답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표 청계천 걷기대회의 매력< 6-1>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무응답

걷기에 좋음 45.3 39.0 11.3 1.3 1.3 1.8

아름다운 자연환경 43.4 40.3 12.0 1.3 1.3 1.7

가족나들이에 적합 34.6 40.9 13.2 0.6 1.9 8.8

물을 보며 걷는 것이 좋음 56.6 32.7 4.4 0.6 1.3 4.4

도시경관을 보며 걷는 것이 좋음 37.1 32.7 19.5 5.0 1.3 4.4

공연 등 다른 행사 35.2 35.9 20.1 2.5 1.3 5.0

자료 설문조사:

물을 보며 걷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좋음 이상 답한 경우가 로89.3%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걷기에 좋음 아름다운 자연환경, (84.3%), (83.7%)

의 순이다 상대적으로 도시경관이나 공연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꼽은 경.

우는 적음을 알 수 있다.

청계아티스트 공연 관람자2)



청계아티스트의 공연은 주로 구간의 내부산책로나 다리 위에서 많이1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광교 아래와 광통교 위가 주요 공연 장소로 이용,

된다 공연의 성격에 따라 관람하는 연령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 .

어 탭댄스나 밸리댄스 등은 젊은층이 많고 전통공연은 노인층이 많은 편,

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람태도는 유사한 편으로 관람객들은 공연자들. ,

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서서 관람을 하며 통행을 위해 반원의 뒷공간을,

띄운 형태다 대개가 박수와 함성 같은 반응이 적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

서 전 공연을 다 관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노래 한 곡이 끝나면 자리를,

뜨는 형식으로 잠깐 구경하는 경향이 확연하다 하지만 조사한 중에 밸리.

댄스의 경우 관객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고 자리를 오래 지켰다.

청계아티스트 공연 관람자를 대상으로 약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49

부가 회수되었다 이들 중 에 이르는 응답자는 복원 이후 청계천에 처음. 30%



방문했다고 응답한 반면 한 달에 한두 차례 이상 방문한 응답자도 에, 26.5%

이르고 있다 동행은 친구나 이웃 연인과 방문한 경우가 로 압도적이었. , 71%

으며 가족과 방문한 경우도 다, 14.3% .

응답자의 인 명이 청계아티스트 공연을 처음 관람했다고 답한83.7% 41

반면 청계천에 올 때마다 관람한다는 응답자는 명에 불과했다 또한 청계, 1 .

아티스트 공연에 대한 정보획득방법 역시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명으로 나 되어 청계아티스트의 공연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43 87.8% ,

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 가운데 그날 청계아티스트의 공연을 제외.

하고 청계천 지역에서 다른 문화공연이나 전시 등을 보았는가의 질문에는

명이 없다고 대답하여 청계천 지역의 문화예술 제공수준이 매우 낮음을46 ,

엿볼 수 있게 하 다.

그렇지만 청계아티스트의 공연 수준과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우선 공연수준에 대해서 매우높다 와 높은편이다 보통, 4.1% 49%,

의 평가 으며 낮다는 응답은 한 사람도 없었다 또한 공연내용의 만46.9% , . ,

족도 역시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었으며 불만의 응답10.2%, 67.4%, 22.4%

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전반적으로 청계천 문화공연의 경험률은 낮지만 경험해본 사람들은 매우,

만족도가 높다 청계천 지역의 문화행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 걷기만 하다. “

가 볼거리가 있어서 좋다 명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늘어서 좋다(33 )”, “

명 공연내용이 너무 좋다 이런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명(24 )”, “ . (19 )”

등으로 응답하여 이후 더 많은 문화 예술공연에 대한 수요를 엿볼 수 있었,

다 반면 산책에 방해가 되어 없었으면 좋겠다 명 라든가 장소가 혼. “ (0 )” “

잡하여 공연을 보기 좋지 않다 명 등의 의견은 거의 없었다(1 )” .

시민문화의 향상을 위해 청계천 지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바람직

한 것은 거리공연 내용이 더 다양하고 횟수도 많아야 한다 명 적“ (29 )”, “



절한 공연 전시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명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19 )”, “

정책이 필요하다 명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야(17 )”, “

한다 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16 )” .

청계천문화관 행사 참가자3)

청계천문화관은 매월 셋째 목요일 저녁에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의“

밤 이라는 타이틀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를 주관하고 있다 청계천문화관의 층 강당 옥상 층 카페 등 다양한 공. 3 , , 1

간을 활용하여 연극 화 음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무료로, ,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다 관련 근무자들은 모두가 석사이상의 연구원들이.

었으며 아티스트 섭외는 담당 연구원에 의해 외부 섭외 기관에 의뢰하여

그날 공연 성격에 맞게 조율된다.

문화관 행사 참가자들의 유형은 공연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하.

지만 가족단위 관람이 가능한 작품들을 많이 편성하고 있으며 주로 부모가,

자녀들을 동반하여 오는 형태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

행사참가자를 대상으로 약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부가 회수되, 74

었다.

응답자의 에 달하는 명이 성동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52.7% 39 ,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청계천 인접구 주민이 약 에 이르, , , 73%

고 있어 청계천문화관의 문화행사는 특히 인근 주민들의 참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까지의 이용 교통수단도 도보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약.

로 청계천문화관의 문화행사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60% ,

있다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



동구와 동대문구 등 청계천문화관 인근 지역에는 다른 문화시설이 부족한

편이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높다는 점에서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도 읽을,

수 있었다.

청계천문화관에 처음 방문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에 불32.4%

과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참가자들은 청계천문화관의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문화관의 문화행사.

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 문화관 홍보물을 보고 알았다,

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46% , 32.4%,

인터넷 의 순이었다 동행은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로 가장17.6% . 56.8%

많았으며 친구나 이웃과 함께 왔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서 가족 또, 40.5% ,

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빈도를 알아보았다 복원 후 청계.

천에 한달에 한두 번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인으로 전체의 를43 58.1%

차지하는 반면 처음 왔다는 응답자는 에 불과하 다 또한 청계천문화, 8% .

관의 행사에 참여하 을 때 가 청계천에 직접 내려가서 산책로를 걸, 83.8%

어본다고 응답한 반면 문화관에서 청계천을 바라보거나 문화관의, (8.1%),

청계천 관련 전시물을 보는 것과 같은 소극적 이용은 낮은 것으로(8.1%)

나타났다 따라서 청계천문화관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복.

원된 청계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계천문화관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

연실력과 수준에 대해 매우 높음이 높은 편임이 보통이29.8%, 55.4%,

임에 비해 낮다는 응답은 한 사람도 없었다 또한 공연내용의 만족도14.9% .

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이 만족이 보통이 로 응답하여50%, 40.5%, 9.5% ,

이상이 공연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0% .

청계천문화관 공연에 대해 앞으로 더 바라는 점을 복수응답으로 질문하



는데 공연횟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명 공연내용이 더 다양했으면 좋, 60 ,

겠다가 명 공연 안내와 교통편에 대한 불만이 각각 명과 명 등이46 , 21 20

었으며 앞으로 청계천에서 야외공연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거나 공연 홍,

보가 부족하다는 내용들도 많이 지적이 되었다 즉 청계천문화관을 비롯. ,

한 청계천지역에서 보다 수준 높은 공연들이 자주 열리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절 참여관찰로 본 청계천 시민문화행태 특성3

지금까지 서술관찰과 집중관찰 선별관찰의 단계의 점층적 참여관찰, 3

조사를 통해 청계천 시민문화행태를 스케치하고 보다 자세하게는 개별적,

참여와 행사참여로 나누어 유형별행사별 특징을 밝혔다 주중에는 직장인.․
의 문화체험과 휴식운동의 공간으로 주말에는 가족나들이의 공간으로 많,․
이 활용되고 있으며 저녁시간대는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자리를 잡았음을

볼 수 있었다 광화문 및 종로와 인접한 청계천 상류부 이용객이 압도적으.

로 많았으며 제공되는 문화콘텐츠도 풍부하다 이용객은 주로 주변 직장인.

과 나들이객 및 관광객들이다 반면 하류부로 갈수록 이용빈도 자체가 낮.

아지며 지역주민의 근린생활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크고 생태환경이, ,

매우 풍부하다.



그림 참여관찰로 본 청계천 시민문화행태[ 6-33]

개별적 이용형 행사 참가형 구간별 특징

1구간
산책및휴식형
천변구경꾼형
운동형(주중,직장인)

•산책 및 휴식형
- 가족,연인,친구단위
- 심리적 안정감
- 도심 속 자연공간
- 연결성 (신호등없음)

•운동형
- 인근 직장인
- 주거지 인접

•천변구경꾼형
- 심리적 단절감
- 관조적 자세

•일회성 이벤트 참가
- 우연히 참가
- 문화향수 기회 증가

•반복적 이벤트 참가
- 걷기대회
- 청계천문화관 행사
- 주민, 가족단위

•프로그램 만족도 높음
•청계천에서 문화이벤트 경
험률이 낮음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욕구

2구간
산책및휴식형
운동형(주중,직장인)

3구간
운동형(주민,상인)
산책및휴식형

4구간 운동형(주민)

청계천에서 열린 각종 행사의 경우 걷기대회나 청계천문화관 행사와,

같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에는 반복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참가

한 시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충실하.

게 참가한다 반면 청계아티스트의 공연이나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일회적.

이고 비정기적이며 다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정보도 없이 그냥 왔

다가 우연히 관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대개 잠시 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태를 보 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계천 시민문화행태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개방성과

단절성 흐름과 멈춤 도심과 자연 등과 같은 대립적 개념이 공존 하고, , “ ”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청계천 시민문화행태는 개방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다, .

우선 개방성은 하천이 가지고 있는 오픈스페이스로서의 특징에서 비롯

된다 청계천은 도심부 교통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자유롭게 공존함을 볼 수 있다 구간별. ,



시간별로 이용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이나 배제는 찾아볼 수 없,

다.

이와 같은 개방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의 시민문화행태에는 단절

성 역시 존재한다 이는 우선 주변 도로에 비해 하천과 둔치가 깊은 아래.

쪽에 위치하고 있는 박스형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둔치산책로에서 산.

책하는 사람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소음을 거의 느

낄 수 없다 반면 천변보행로의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사람에. ,

게는 굳이 둔치산책로까지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또한 도심.

부에 풍부한 문화역사자원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과 원,

활한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어떠한 문화역사자원을 경험하.

는가에 관계없이 청계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는 주로 휴식과 산책 등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연계와 같은 모,

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청계천 시민문화행태는 흐름과 멈춤의 특징이 있다, .

서울의 도심부에서 신호등에 의한 간섭 없이 이상을 걸을 수 있는5㎞

곳은 청계천 산책로가 유일하다 따라서 연속적인 청계천의 흐름과 함께.

산책의 흐름 역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중간 중간에 공연이나 예술작품.

등의 문화콘텐츠가 있어도 사람들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놓지는 못한다 이.

러한 문화콘텐츠에 잠시 관심을 보이다가도 이내 산책을 계속해서 자신들

의 흐름을 지속하는 것이다 흐름은 보행자 천국이라고도 불리우는 청계천.

의 산책로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산책이 지속적인 흐름의 특성을 갖는 반면 휴식을 즐기는 이용객들은,

멈춤의 행태를 보인다 주로 계단형 호안둔치나 바위 등에 앉아서 혹은. ,

천변보행로의 난간에 기대어 청계천을 바라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 역.

시 수변공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



화를 느끼는 것이다.

셋째 청계천 시민문화행태는 도심 속에 존재하는 자연에 큰 가치를 부,

여한다.

청계천 복원 전후를 즈음하여 반생태적 복원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그러나 복원 이후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특히 청계천 상류부의 인공

적인 조경을 그다지 거슬려하지 않는다 청계천의 인공성 여부에 상관없이. ,

도심 속에 존재하는 자연이라는 측면에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다.

청계천에는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이 강하게 대비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대비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청계천 상.

류부는 고층빌딩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청계천 내부산책로에서는 물과 수풀이 수변경관을 조성하여 자연의

느낌이 강하게 들며 도심의 소음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므로 주변 고층,

빌딩들을 오히려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계천변을 산.

책하는 시민들은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청계천 시민문화행태는 문화예술의 향유수준이 낮지만 더 많은, ,

기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계천 복원 계획과정에서는 역사성과 문화성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많은 장치들을 고안하 다 정조반차도를 비롯한 역사콘텐츠들을 결합하고.

여러 이벤트 및 청계아티스트의 공연 등을 계속 배치하 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이런 것들은 청계천 이용의 배경이 될 뿐 목적의식,

적으로 역사자원이나 문화자원을 감상하기 위해 청계천을 방문하지는 않는

다 청계아티스트나 문화공연 등에 대한 인지 수준 및 경험률도 매우 낮다. .

그렇지만 생태중심적인 하류구간에 비해 상류구간을 문화예술적 공간

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틀림없으며 많은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



청계천에서 더 많은 문화예술공연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까지 시.

민들에게 청계천은 산책과 휴식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지속적이,

고 정기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청계천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도 자

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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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청계천의 장소적 특성과 시민문화행태1

본 연구는 청계천 지역에서의 시민문화행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청계천 복원의 구상과 기대를 살펴보았으

며 설문조, 사와 참여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청계천 지역에서 이루어지

는 구체적인 시민문화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7-1]).

먼저 청계천 복원과정에서의 구상과 이를 전후한 시민과 전문가의 기

대를 파악하기 위해 청계천 복원계획과 기존 여론조사 언론보도내용을 분,

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계천이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도심의 문화.

적 재생에 기여하며 관광상품으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친환경성.

을 이루고 시민휴식공간으로서 작동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였다.

그림[ 7-1 청계천 복원 구상과 시민문화행태]

청계천에 대한
구상과 기대

복원계획
여론조사
언론분석

•서울의 역사성 회복
•도심의 문화적 재생
•생태환경 회복
•관광상품
•시민휴식공간

시민문화행태조사

설문조사 참여관찰조사

•이용행태
- 산책
- 휴식
- 관광

•청계천에 대한 인식
- 시민휴식장소
- 나들이장소
- 자연생태장소

•역사문화복원에 긍정적

•문화행태유형
- 산책 및 휴식형
- 운동형
- 천변구경꾼형
- 행사참여형

•문화예술행사 희망 높음



한편 설문조사와 참여관찰조사를 통해 파악한 청계천 지역 시민문화행,

태 조사에 따르면 청계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행태는,

산책과 휴식 관광이었다 참여관찰조사에서의 문화행태유형이 모두 여기, .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계천이 시민휴식장소 나들이장. ,

소 자연생태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민휴식공간과 생태환경, ,

회복 관광상품화 등의 구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러나 청계천이 역사적 장소 또는 문화적 장소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문화복원에 긍정적이었.

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태에서 역사를 체험하,

거나 문화예술행사를 경험했다는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7-1 청계천의 장소적 특성과 시민문화행태 종합>

장소적 특성 설문조사 참여관찰 종합

구간1

도심 고층빌딩군
문화인프라 풍부
이벤트청계아티스트․
역사존으로 구상됨

친구애인동반 높음․
문화편의성 만족
역사문화복원 만족

휴식 및 산책형
천변구경꾼형
운동형 직장인( )
행사참여형 이벤트( )

도심문화
향수
지역

구간2

도심 저층빌딩군
동대문시장재래시장․
문화인프라 보통
문화존으로 구상됨

처음방문율 높음
이용인원 급감
동대문시장주변:※
휴식 및 산책형

문화음영
지역

구간3

도심 저층빌딩군
중소지역산업 주거지+
동대문시장청계천문화관․
문화인프라 보통
자연존으로 구상됨

친구애인동반 높음․
문화편의성 만족
정비효과성 만족
자연친화성 만족

운동형 주민상인( , )
행사참여형
주민 청계천문화관( , )
동대문시장주변:※
휴식 및 산책형

지역사회
문화공간

구간4

교외 주거지( )
문화인프라 열악
생태환경 풍부
자연존으로 구상됨

가족동반 높음
이동거리 가장 김
운동가족나들이 경험․
평일정기적 이용 높음․

운동형 주민( )
근린생활
체육공간

청계천의 장소적 특징과 시민문화행태를 구간별로 종합해보면 표(<



문화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히 제공되고 있으며 도시적 경관과 접근7-1>),

성이 두드러진 구간은 가장 이용객도 많고 이용패턴도 다양한 도심문화1

향수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구간의 경우 문화인프라 제공수준은 보통이지. 2

만 구간과 경계를 이루는 동대문시장 일대를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거의, 3

없어 문화음영지역을 이룬다 구간부터는 지역주민과 가족단위 이용이 두. 3

드러진 근린공간의 개념이 더 강한데 청계천문화관에서 지속적인 문화프,

로그램이 제공되는 구간의 경우는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생태환경이 풍3 ,

부하고 주민의 체육활동이 두드러지나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구간은 근린4

생활체육공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구간의 경우 청계천 복원계획 구상과정에서 역사존으로 지정된 구역1

과 거의 일치하며 역사문화복원을 위해 비교적 많은 문화인프라를 투입한,

구간이다 설문조사 결과 문화편의성이나 역사문화복원에의 만족도가 다른.

구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참여관찰을 통해 파,

악했을 때 역사적 경험이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많은 문화이벤트가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미리 정보를 가지고 와서 관람,

했다기보다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나마도 경험하,

지 못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문화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구간들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문화존으로 구상된 구간의 경우 이용객이 급감함을 볼 수 있으며. 2 ,

동대문시장과 인접한 구간과 구간의 경계지점에서 다소 활발한 이용행2 3

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행태 역시 휴식 및 산책이 대부분으로 문. ,

화적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간과 구간은 지역주민의 운. 3 4

동에 많이 이용이 되는 근린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구간. 3

의 경우 청계천 문화관의 문화프로그램에 가족단위 지역주민이 목적의식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 절 청계천 지역의 문화적 의의2

지금까지 청계천 지역의 시민문화행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청계천.

지역의 시민문화행태로부터 도출가능한 청계천 지역의 문화적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청계천 지역은 도심 속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

청계천 시민문화행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이 산책 및 휴식이다.

특히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청계천 상류부를 둘러싼 경관은 고층빌딩으로 대

표되는 도시적 경관이다 그러나 청계천의 깊은 단면은 주변 도시경관과의.

단절감을 형성하면서 청계천 내부를 조용한 자연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생.

태적 환경이 보다 잘 갖추어진 하류구간이냐 인공적 조경으로 비판의 대상

이 되었던 상류구간이냐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청계천이 도심 내,

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이라는 점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둘째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서울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도 문화마케팅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한다 도심부 수변공.

간이라는 청계천의 장소적 특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잘 맞아떨어져 공,

공적 차원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많이 기획제공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옥 근처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청계,

천 이용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늘고 있음은 분명하다.

셋째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문화적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우선 물리적 공간구조상의 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청계천은,

깊은 하천 단면과 높은 호안석축으로 인해 하부의 천변공간과 상부의 주변



지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물이 존재하는 수변공간의 느낌, .

은 오직 청계천 하부에서만 느낄 수 있으며 주변지역에서 청계천을 내려다,

보지 않는 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단.

차가 심해서 주변 상가의 저층에서는 청계천의 물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변공간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은 대개 둔치산책로를

이용하게 되며 천변보행로는 이동의 통로로만 이용된다 이러한 단절감 때, .

문에 청계천의 이용객이 천만 명을 돌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3

주변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와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

넷째 청계천의 장소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서울 도심부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수도이자 눈부신 근대화의 기수가 되었던 산업도

시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청계천의 문화행태는 청계천.

이 위치한 도심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공간.

적 단절성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앞에서의 공간적 단절성이 물리적 단,

절을 의미한다면 장소성과 관련된 단절성은 프로그램 부재에서 오는 소프,

트웨어적 단절을 의미한다 역사문화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가이드들이 자.

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청계천과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문화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도심에 영화나 공연을 보러 왔다가 청계천에 들러 휴식.

을 취하는 것이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이다 도심부.

에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계천이 가지,

고 있는 도심부 수변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청계천에서는 다양한, .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방문객들의 경험률은 의외.

로 낮으며 보다 많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자체의.

공급을 늘리고 다양화할 것이 요구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또는 젊은층.



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은 반면 청계천을 찾는 노인층에 대한 프로,

그램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문화예술경험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전반적

인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제공에

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청계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

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절 청계천 시민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3

청계천은 서울 도심부 문화벨트의 중심축이자 역사성 회복의 견인차 역

할을 해야 하는 공간이다 청계천이 도심부의 문화성과 역사성 회복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청계천의 장소적 의의와 가치를 되짚고 미래가치에 기반한,

청계천의 미래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청계천과 청계천을 둘러싼 공간구조의 과거와 현

재 미래를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다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계천의 시민문화행태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므.

로 이와 같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 .

서 청계천의 장소정의 회복과 이의 지속적 확대는 추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남기고 본 장에서는 청계천 시민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만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천변공간의 주변지역과의 구조적인 단절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 ,

개발사업 시행 시 청계천 주변지역 관리계획 에 제시된 연변, < >(2004) ‘

건축물 관리지침1) 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고조한다’ .

청계천은 깊은 하천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부의 천변공간과 상,

부의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기능적 단절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



보완하기 위하여 청계천 주변지역 관리계획 에서 연변 건축물에 대한, < >

건축물의 높이와 폭원 저층부와 고층부의 구분 최대개발규모의‘ ’, ‘ ’, ‘

설정 저층부의 용도 개방형 입면 외관상층부디자인광고’, ‘ ’, ‘ ’, ‘ ․ ․
물 보도폭의 확충 보도의 쾌적성 확보 휴식 및 녹지공간 확’, ‘ ’, ‘ ’, ‘

충 보행과 차량의 상충 최소화 의 대 지침을 제시하였다 관리지침’, ‘ ’ 10 .

의 대상은 청계천변에 직접 접하고 있는 건축과 건축물 전면이 청계천변을

향하고 건축물의 주진입이 청계천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들에 해당된다.

연변 건축물에 대한 개 지침들은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10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심의를 위한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것이지만,

하나의 제안으로 실행에 있어서 지침들이 축소되거나 변질되어 천변공간에

대한 공간적 연계성이 계획한 바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래,

의도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과 견제가 필요하다.

그림[ 7-2 물 조망 가능 높이]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본보고서 청계천 주변지역 관리, /2:

계획 서울특별시, , 2004, pp.243-257.



둘째 지천을 이용한 청계천 주변지역의 친수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

다.

시민들의 보행이 가장 많은 상부의 천변보행로로부터 하천이 시각적으

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계천은 수변공간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삼각천 물길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 지.

류를 복원하여 오픈스페이스와 함께 조성함으로써 하부 청계천과 상부 주,

변지역 지류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다양한 공간체험으로 확산되는 수변

공간을 유도할 수 있다 비록 직접적인 공간연계가 어렵더라도 지류의 존.

재에 의해 청계천의 수변공간적 특징을 감성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3 지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셋째 도시가구 및 공공디자인에 의한 천변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청계천 주변지역은 다수의 대규모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행 중

에 있으므로 새롭게 조성되는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공간구성이 중요하다, .

그림[ 7-4 천변가로의 활성화]

특히 최근의 재개발이 대단위 블록 화되는 경향을 띠고(super block)

있으므로 오픈스페이스 비중이 커지고 그 공간에 도시가구 공공미술작품, , ,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오픈스페이스 구성에 있어서 도시가구와 미술.

작품은 거리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



존의 대단위 블록이 큰 규모의 오픈스페이스를 지니고 있으나 거리활성화,

와 무관한 용도배치 및 단순한 기능적 구성을 하고 있어서 통과용 공간이

나 주차용도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도.

시가구 및 공공예술을 통하여 천변가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주변지역의 장소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청계천과의 연계방안을 모,

색한다.

청계천은 역사적 장소이지만 역사문화가 지속적으로 축척된 곳은 아니,

다 도시팽창기에 복개되고 고가도로가 놓임으로써 하천과 관계없는 교통.

요충지의 도시구조를 지니게 되었고 최근 복원됨에 따라 수변공간으로 또,

다시 변모하고 있는 중에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청계천과 관계되는 시.

설이나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계천과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따라.

서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천 이전지 하천시설물 등 다양한 잠재력을 발굴, , ,

하여 수변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

계천지역의 시민문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주변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문화예술지원과 활성화를 모색한다, .

청계천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일방적

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변부 지역의,

문화예술적 활용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창작스튜디오가 청계천 주변.

에 몇 개소 예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보다 실제적으,

로 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구 차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이전이 권장되고 있는 공구상가를 활용하여 예술촌을 조성할 수

있다 공구상가 내에 일정규모의 지구를 확보하거나 또는 이전 후 남아있.

는 가게들을 젊은 예술가들에게 염가로 임대한다 청계천이라는 수변공간.

이 예술적 영감을 더할 수 있으며 예술은 다소 거친 환경에서 그리고 다, ,

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을 때 시너지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근대화.



의 유산인 공구상가의 흔적은 유지하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화실,

갤러리 공연연습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여섯째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청계천에서는 청계아티스트의 공연이나 기업의 문화마케팅 등으로 많

은 문화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청.

계천을 찾는 시민은 거의 없다 청계천에 많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제공되.

기를 원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경험률은 매우 낮다, .

그 가장 큰 원인은 이들 공연이 비정기적으로 불특정한 공간에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거리공연의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

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청계천이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는 프로그램들의 정기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계천의 어느 지점.

에 가면 어떤 종류의 문화프로그램이 되었든 항상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

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동.

시에 장소시간적으로 고정적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산책로는 산책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부에 공연장소,

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청계천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

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산책로에서 산책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산책과 휴식은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기능이기 때문

이다 둔치에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쾌. ,

적한 산책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수변무대로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둔치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은 지양하며,

천변보행로나 광장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주변부에 공연장소를 확보함을 통해 청계천의 문화적 효과가 주.

변부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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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방문자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1. ?

여성 남성① ②

귀하의 연령 는 어떻게 되십니까2. ?

이상10 20 30 40 50 60 70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얼마나 자주 청계천에 오십니까3. ?

처음 왔다 어쩌다 한 번 한달에 한두 번① ② ③

일주일에 한두 번 주말에만 온다 거의 매일 온다④ ⑤ ⑥



청계천을 방문하셨을 때 머무는 시간은 얼마정도 되십니까4. ?

시간 이하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1 1 ~2 2 ~3 3① ② ③ ④

청계천을 주로 방문하는 시간 는 언제입니까5. ?

오전 점심 오후(06;00~11:00) (11:00~14:00) (14:00~18:00)① ② ③

저녁 밤(18:00~21:00) (21:00~)④ ⑤

청계천을 주로 방문하는 날은 언제입니까6. ?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축제 및 행사가 있는 날① ② ③

청계천에 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7. ?

청계천 홈페이지 인터넷 번 제외 나 라디오 등(1 ) TV① ② ③

신문 잡지 관광안내 책자 서울시 청계천 홍보물,④ ⑤ ⑥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타 (⑦ ⑧ )

청계천에 한 생각에 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8. .

문 항 전혀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청계천의 다리개수와 이름을①
모두 알고 있다.

⑴ ⑵ ⑶ ⑷ ⑸

나는 청계천 복원과정을 처음부터②
끝까지 알고 있다.

⑴ ⑵ ⑶ ⑷ ⑸

나는 청계천에 한 보도를 관심있게③
보고 있다.

⑴ ⑵ ⑶ ⑷ ⑸

나는 인터넷 싸이트에서 청계천을④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⑴ ⑵ ⑶ ⑷ ⑸

나는 청계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⑤
적이 있다.

⑴ ⑵ ⑶ ⑷ ⑸

나는 청계천 문화관이나 안내센터를⑥
가본 적이 있다.

⑴ ⑵ ⑶ ⑷ ⑸



문 항 전혀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청계 경을 알고 있다8 .⑦ ⑴ ⑵ ⑶ ⑷ ⑸

나는 청계천에 관련된 책자나⑧
기념품을 가지고 있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을 방문하신 이유 목적 에 해서 체크해 주세요 하나만 체크9. ( ) .( )

역사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연생태체험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산책하기 위해서□

조깅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천을 보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

문화 공연 관람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약속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냥 지나다가□

청계천을 방문할 때 주로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 입니까10. ?

혼자 가족 친구나 애인 회사 동료 단체 방문① ② ③ ④ ⑤

청계천에 오실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11. ?

지하철 버스 및 택시 자가용① ② ③

단체 차량 관광버스 도보 기타( ) (④ ⑤ ⑥ )

청계천을 구경하면서 주로 이동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12. ?

도보 순환버스 및 택시 자전거 및 인라인 등 기타(① ② ③ ④ )

청계천 내에서 주로 이동하는 길은 어디입니까13. ?

하천둔치 산책로 청계천변 보행로 상단부 청계천 주변 기타지역( )① ② ③

청계천에서 주로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14. ?

다리 위 다리 밑 물가 계단이나 돌 벤치 보행로① ② ③ ④ ⑤



청계천이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개 선택15. ? ( )

시민휴식 장소 쇼핑 장소 나들이 장소 역사체험 장소① ② ③ ④

문화공연 장소 자연생태 장소 보행로 데이트 장소⑤ ⑥ ⑦ ⑧

관광장소 기타(⑨ ⑩ )

다음 물음에 한 답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로 써주세요16. .

보 기

청계 경8

청계광장 광통교 정도반차도① ② ③

패션광장 청계천 빨래터 소망의 벽④ ⑤ ⑥

존치교각과 터널분수 버들습지⑦ ⑧

기타지역
청계천 문화관 전태일기념상 갈 밭 노천카페⑨ ⑩ ⑪ ⑫

수표교터 옥류천 오간수문 터 리듬벽천⑬ ⑭ ⑮ ○

방문하신 곳 중 가장 좋은 곳을 추천하신다면?⑴

( )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곳을 모두 지적하신다면?⑵

( )

오늘 청계천을 방문하셨을 때 가보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두 곳만 선택17. ?( )

무교동 명동 종로 광화문 세운상가① ② ③ ④ ⑤

동 문 시장 황학동 가본 곳 없다 기타(⑥ ⑦ ⑧ ⑨ )

청계천에서 경험하신 일에 표 해주십시오18. v .

청계천 주변에서 음식을 먹어 보았다.① ⑴ ⑵ ⑶

청계천 주변에서 물건을 구입해 보았다.② ⑴ ⑵ ⑶

청계천 주변 상가지역을 걸어 보았다③ ⑴ ⑵ ⑶



청계천에서 공연을 관람해보았다.④ ⑴ ⑵ ⑶

청계천에서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참가해 보았다.⑤ ⑴ ⑵ ⑶

청계천에서 운동을 해 보았다.⑥ ⑴ ⑵ ⑶

청계천에서 데이트를 해 보았다.⑦ ⑴ ⑵ ⑶

청계천에서 사진촬 을 해 보았다⑧ ⑴ ⑵ ⑶

청계천으로 가족 나들이를 해 보았다.⑨ ⑴ ⑵ ⑶

청계천 다리를 건너 보았다.⑩ ⑴ ⑵ ⑶

청계천 물에 발을 담가 보았다.⑪ ⑴ ⑵ ⑶

청계천에서 가이드 안내도우미 의 도움을 받아보았다( ) .⑫ ⑴ ⑵ ⑶

청계천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에 하여 표 해 주십시오19. v .

청계천은 걸어서 느긋하게 구경하기①
좋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운동하기 좋다.②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관광하기 좋다.③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쇼핑하기 좋다.④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역사 문화를 잘 복원해서,⑤
좋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아이들의 교육장소로 좋다.⑥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축제나 문화행사가 많아서⑦
좋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으로 오는 중교통이 편해서⑧
좋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자연의 모습이 좋다.⑨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가족과 나들이 하기에 좋다.⑩ ⑴ ⑵ ⑶ ⑷ ⑸

하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좋다.⑪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 주변지역이 잘 정비되어⑫
있어서 좋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간단히 써 주세요20. ? .

귀하는 청계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21.

생각하십니까?

금연 금주 등 청계천 규제사항 준수,①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환경오염 방지②

주변지역 주정차 금지 등 교통 규범 준수③

하천 보존을 위한 노력 자원봉사 활동 등( )④

기타(⑤ )

청계천을 다시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22. ?

다시 오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① ②

아래의 사항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 해주십시오23. v .

청계천 조명이 아름답다.⑬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에 가이드 안내도우미 가 있어( )⑭
서 좋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은 물이 있어 좋다.⑮ ⑴ ⑵ ⑶ ⑷ ⑸

ꊉꊘ 청계천은 먹거리 볼거리가 많아
좋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에 주차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①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이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② ⑴ ⑵ ⑶ ⑷ ⑸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③
있었으면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있었으면④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에 이용안내 책자와 안내센터가 더⑤
있으면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 가이드 안내도우미 가 더 많으면( )⑥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 물이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⑦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⑧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물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더 많았으면( )⑨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하천 보행로와 주변지역으로 이동이⑩
쉬웠으면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 내에 벤치 식수 등 편의시설이,⑪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청계천 내의 해충 악취 쓰레기에 신경, ,⑫
을 더 썼으면 좋겠다.

⑴ ⑵ ⑶ ⑷ ⑸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24. ?

학생 주부 사무직 일반 회사원 업직 자 업 전문직( )① ② ③ ④ ⑤ ⑥

노동직 무직 기타(⑦ ⑧ ⑨ )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25. ?

( 시 군) / ( 구 읍) /

현재 근무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26. ?

( 시 군) / ( 구 읍) /

청계천을 방문하실 때 시작점과 종료지점은 조사자의 그림을 보고 응답하십시27. ?(

오)

시작점(① 종료지점) (② 주로 이용하는 지점) (③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계천 문화관 문화행사 관람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보다 나은

청계천을 만들고자 청계천 문화관 문화행사에 관람 오신 시민 여러분

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본 조사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청계천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 주시

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 월2006 10 담당 디지털 도시부 연구원 이보경: (02-2149-13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문화관 방문에 관한 사항[1. ]

1-1 자주 방문 여부 청계천 문화관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 ?

처음 왔다 어쩌다 한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① ② ③ ④

1-2 청계천 문화관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몇 번이나 와 보셨습니까. ?

오늘 처음 왔다 오늘 제외하고 회 거의 매번 참석했다1-2① ② ③

1-3. 정보 습득 경로 청계천 문화관의 문화행사에 관한 프로그램은 어디서 알게 되셨습( )

니까?

문화관 홍보물 포스터 유인물 등 지역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 , )① ②

인터넷 검색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타③ ④ ⑤

1-4. 동행인 청계천 문화관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 ?

혼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나 이웃 연인 단체방문① ② ③ ④ ⑤ ⑥

1-5. 방문시 교통수단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청계천에 오셨습니까( ) ?

도보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① ② ③ ④ ⑤

단체차량 관광버스 기타 자전거 등( ) ( )⑥ ⑦

뒷면에 설문이 계속됩니다( )



청계천과 문화관[2. ]

2-1 복원된 청계천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처음 왔다 어쩌다 한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① ② ③ ④

문화관 방문시 청계천은 어떻게 이용하십니까2-2. ?

청계천변을 걷는다 둔치 산책로까지 내려가 본다.① ②

문화관의 청계천 관련 전시물을 본다 문화관에서 청계천을 바라 본다. .③ ④

청계천에는 별 관심이 없다⑤

공연을 보신 후 답변해 주세요[3. . ]

오늘 문화관에서 치러진 공연의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3-1. ?

공연 실력과 수준①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공연 내용 만족도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청계천 문화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이라면3-2. ?

원하는 항목에 체크( )

공연 내용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 )①

공연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②

공연 수준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 )③

공연시간에 맞추어 가까운 역에 교통편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 )④

공연 안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⑤

공연시설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⑥

기타 ( )⑦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성별 여성 남성 연령( / ) ( 세)

귀하가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 군 구 읍 면? ( ) / ( ) / /

귀하가 현재 종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영업직 사무직 전문직 기술 의료 법조인 등( , , )① ② ③ ④

공무원 주부 무직 정년퇴직 등 학생 예술인 기타( ) ( )⑤ ⑥ ⑦ ⑧ ⑨ ⑩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계천 아티스트 공연 관람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보다 나은 청

계천을 만들고자 청계천 문화관 문화행사에 관람 오신 시민 여러분들을 대

상으로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본 조사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청계천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 주시어 설

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 월2006 10 담당 디지털 도시부 연구원 이보경: (02-2149-13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1 방문빈도 복원된 청계천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 ?

처음 왔다 어쩌다 한 번 년에 서너 번1① ② ③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④ ⑤

2. 동행인 청계천에는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 ?

혼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나 이웃 연인 단체방문① ② ③ ④ ⑤ ⑥

3. 방문시 교통수단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청계천에 오셨습니까( ) ?

도보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① ② ③ ④ ⑤

단체차량 관광버스 기타 자전거 등( ) ( )⑥ ⑦

관람빈도 청계천 아티스트 공연은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4. ( ) ?

오늘 처음 봤다 오늘을 제외하고 회1-2① ②

오늘을 제외하고 회 청계천에 올 때마다3-4③ ④

5. 정보 습득 경로 청계천 아티스트에 관한 프로그램은 어디서 알게 되셨습니까( ) ?

청계천에 왔다가 우연히 서울문화재단 홍보물 포스터 등( )① ②

인터넷 검색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방송 신문 등 매스컴③ ④ ⑤

기타( )⑥

청계천 아티스트 공연 외에 청계천 지역에서 경험하신 다른 문화공연이나 전시 등이6.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 ( )

오늘 관람하신 청계천 아티스트의 공연은 무엇입니까7. ?



예 거리의 시인 밸리댄스 삐에로천국( ; , , ...)

청계천 아티스트의 공연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8. ?

① 공연 실력과 수준

공연 내용 만족도②

청계천에서 행해지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 ?

공연 내용이 너무 좋다 이런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①

걷기만 하다가 볼거리가 있어서 좋다.②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늘어서 좋다.③

장소가 혼잡하여 공연을 보기 좋지 않다.④

산책에 방해가 된다 없었으면 좋겠다. .⑤

주변 지역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⑥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였으면 좋겠다.⑦

공연 수준이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⑧

문화행사에는 별 관심이 없다.⑨

시민문화 향상을 위해 청계천 지역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10. ?

거리 공연 내용이 더 다양하고 횟수도 많아야 한다.①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②

적절한 공연 전시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③

주변에 지원시설이 많아야 한다.④

공연 전시 안내와 홍보에 더 신경 써야 한다/ .⑤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가 필요하다.⑥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⑦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⑧

기타 ( )⑨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성별 여성 남성 연령( / ) (㈎ 세)

귀하가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 군 구 읍 면? ( ) / ( ) / /㈏

귀하가 현재 종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영업직 사무직 전문직 기술 의료 법조인 등( , , )① ② ③ ④

공무원 주부 무직 정년퇴직 등 학생 예술인( )⑤ ⑥ ⑦ ⑧ ⑨

기타( )⑩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계천 걷기대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보다 나은 청

계천을 만들고자 청계천 문화관 문화행사에 관람 오신 시민 여러분들을 대

상으로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본 조사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청계천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 주시어 설

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 월2006 10 담당 디지털 도시부 연구원 이보경: (02-2149-13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1. 참여 빈도 청계천 걷기대회 행사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 ?

오늘 처음 왔다 오늘 제외하고 회 거의 매번 참석했다1-2① ② ③

2. 정보 습득 경로 청계천 걷기대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

서울시 홍보물 포스터 유인물 등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 , )① ②

인터넷 싸이트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타 ( )③ ④ ⑤

3. 동행인 청계천 걷기대회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 ?

혼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나 이웃 연인 단체방문① ② ③ ④ ⑤ ⑥

4. 방문시 교통수단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청계천에 오셨습니까( ) ?

도보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① ② ③ ④ ⑤

단체차량 관광버스 기타 자전거 등( ) ( )⑥ ⑦

청계천 걷기대회에 참가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5. ?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 주말 가족 나들이로 친목활동① ② ③

청계천을 둘러보고 싶어서 근처의 볼 일과 겸해서④ ⑤

학교 과제 봉사활동 등 기타( ) ( )⑥ ⑦

뒷면에 설문이 계속됩니다( )



걷기대회 장소로서 청계천이 갖는 매력은 무엇입니까6. ?

7 걷기 대회 외에 복원된 청계천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오지 않는다 어쩌다 한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① ② ③ ④

주변 지역에 일이 있을 때만⑤

청계천의 다른 행사들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류의 행사였습니까8. ? ?

없다 있다( )① ②

청계천 걷기대회 이외의 다른 걷기대회 행사에도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9. ?

없다 가끔 참여한다 한달에 회 미만( 1 )① ②

자주 참여한다 한달에 회 이상( 1 )③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성별 여성 남성 연령( / ) ( 세)

귀하가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 군 구 읍 면? ( ) / ( ) / /

귀하가 현재 종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영업직 사무직 전문직 기술 의료 법조인 등( , , )① ② ③ ④

공무원 주부 무직 정년퇴직 등 학생 예술인 기타( ) ( )⑤ ⑥ ⑦ ⑧ ⑨ ⑩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여관찰 조사 일지

광화문 도착 광통교에서부터 조사 시작 구간에서는 커플단위가19:00 19:30 . 1⇒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 가족단위 아주 드물게 보 다 계단모양으로 된 곳이나 앉을만.

한 곳에는 앉아서 다정한 모습 경관사진 찍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략 평방미터. . 9

당 명꼴로 사람이 많다는 느낌을 준다1 .

동 문 일 조사함 여기도 역시 커플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본인19:30 20:20 .⇒

과 교복입은 학생들도 드물게 눈에 띈다 가족단위가 광화문 종로 구간보다 많은 편. -

이며 회사원은 드문 편이다 여자끼리의 친구집단이 꽤 많고 그 일 쇼핑몰 이름이. ,

적힌 비닐백을 많이 들고 다녔다 략 평방미터당 명 정도인구. 16 1 .

구간 조사 구간에 비해서 사람도 현저히 적고 부분이20:20 21:00 3-4 . 1-2⇒

지역주민들로 생각되며 연령 가 꽤 높은 편이었다 마장교 구간부터는 위에 고가도.

로가 있어서 분위기도 안좋고 느낌도 어두운 편이었다 지역주민들 중에 나이가. 40

이상인 여성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가족단위 운동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조사결과 청계천 내에서도 주변입지와 교통에 따라서 이용하는 형태와 이용하:

는 인구분포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었고 예상 로 구간에서 많은 유동인구와1-2

다양한 이용형태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



시간 정도 꾸준히 관찰한 결과 인구분포가 의외로 매우 다양함18:00 19:00 1⇒

을 알 수 있었는데 략 친구단위 커플 가족 회사원 기타 외40% 30% 10% 10% 10%(

국인 사진촬 거리 공연 등 다, , ) .

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자끼리 온 친구 한 쌍과 인터뷰 시도했는데 나이는 세, 22

고 집은 여기서 먼 곳에 살고 있고 시내에서 약속을 하고 잠시 들 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밥 먹고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커피숍에 가면 돈도 많이 들었는데 청계천공

원 공원이라고 표현했음 이 생기면서 들러서 화하기도 좋다고 했다 청계천에 바라( ) .

는 점은 수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종로쪽에 있는 계단은 여성이 치마를 입고 다

니기에는 민망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실제로 그쪽 계단은 아래쪽에서 훤히 위를 내다.

볼 수 있는 구조 고 매우 가파른 상황이었다.

거리공연이 예정 로 되지 않고 통기타 공연만 지속하고 있었다 공연을 알거나.

공연 때문에 온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고 배경음악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실제로.

한곡이 끝나고 나서 박수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주변 상점 인터뷰 아르바이트생 세 여19:00 19:10 (Kraze Burger) 23⇒

예전부터 이 주변에 자주 오는 편이었는데 청계천 복원이후 깔끔해진 느낌이 좋

다고 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식사 후 청계천을 한번 들르는데 특별한 이유.

는 없고 딱히 식사 후에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라고 했다.

커플 한 쌍 추적 조사하 으나 계단에 앉더니 꼼짝을 안했다 다19:10 20:00 .⇒

른 커플을 여럿 시도했는데 커플들은 금방 내려와서 금방 올라가거나 앉아서 화하

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양상을 보 다 여자들끼리의 친구집단을 분간 추적하 는. 30

데 느린 걸음으로 광화문 쪽에서 내려와 종로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부분의.

친구집단이나 직장인들은 계단 다음계단의 이동 형태를 보이고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 혹은 접근성이 높은. ,

곳에서 유입되어 쉬었다 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커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특별한 변20:00 20:30⇒

동사항은 없었다.



청계천 도착 광화문 일 에서 관찰을 시작했다 이 시간 인구12:10 13:00 , .⇒

변동의 특징은 점심을 마치고 나온 회사원들과 주변 상점 점원들 그리고 유아원생들,

이 많이 보 다 회사원들의 이용형태는 종이컵이나 한 커피잔을 하나씩. take-out

들고 그늘에 앉아있거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볍게 산책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리와 도로변 난간에 기 어 청계천 쪽을 바라

보면서 차를 한잔씩 하고 있었다.

부분이 회사원인 가운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령 가 매우 높은10%

어른들이 특히 할머니들께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많이 다니셨다 친구분들과 같이( )

산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나들이 나오셨나봐요 하고 간단하게 물어봤. ?

더니 시내에서 약속을 잡으시고는 식사를 하시고 같이 내려오셨다고 했다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뭐 밥 먹고 갈 데가 있어야지 커피 비싸고 맛도 없고 우리 분위기에“ . , ,

들어갈 데도 없고 하셨다.” .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유아원 아이들이 많을까 선생님으로 추정13:00 14:30 ?⇒

되는 분들은 물로 뛰어드는 애들을 저지하기에 무척 바쁘셨다 그 와중에 선생님 한.

분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조사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애들하고 소풍 오셨나보죠: , ? ?

선생님 소풍은 아니고 애들 데리고 점심나들이 나왔어요: .

조사원 이 근처에서 나오셨나요: ?

선생님 저희 어린이집은 종로구에 있는데 여기서는 좀 멀어요: .

조사원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

선생님 종로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서로 연합을 해서 돌아가면서 청계천으로: ,
나와요 소풍은 아니고 애들이 꽤 좋아해서 종종 데리고 나와요. , .

조사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교육적인 효과는 어떤가요: ? ?

선생님 예 이 근방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밖에 그래서 여기 데: , . .

리고 나오면 애들도 무척 좋아하고 물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아 그리고 입맛도. ,

돌아오는지 나오면 밥도 많이들 먹어요.

점심시간이 다소 지나고 나서는 회사원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거의 부분이

어린이집 애들과 나들이 나온 어르신들이 채우고 있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부분 물로 뛰어들려는 모습이었고 선생님들은 제지하기 위

해 정신이 없어 보 다 어르신들은 담소를 나누시면서 천천히 걸어 다녔다 사진 찍. .

는 작가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보 다 인근 회사원들과 상점12:30 13:30 .⇒

직원들이 점심을 먹은 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시간 의 가장 두드러지

는 현상으로 보이며 높은 연령 의 친구 집단이 모임 후에 삼삼오오 산책을 하는 형

태가 의외로 많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점심 먹고 물놀이 하러 나오는 것이 특기,

할 점이다.

봉사활동 하는 분들과의 인터뷰13:30 14:30⇒

조사원 안녕 하세요 봉사활동 하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 ?

봉사자 아뇨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고 그렇지는 않아요: . .

조사원 어디서 나오셔서 하는 건가요: ?

봉사자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봉사 활동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하루에 시: , 4

간씩 해요 시에서 시 시에서 시 주로 청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이. 10 2 2 6 . ,

드도 해요 저는 원래 직업이 여행사 가이드거든요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 . ,

서 어를 할 줄 알아서 외국인들이 오면 안내를 가끔 하죠 조금 전에도 필리핀 사.

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답해주고 그랬어요.

조사원 가이드가 따로 있지 않나요: ?

봉사자 가이드 신청을 하고 시간을 정하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그런 절차를: ,

아나요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그냥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가이. .

드일도 하지만 부분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일은 어렵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어요.

조사원 외국인들이 주로 뭘 물어보나요: ( ) ?

봉사자 다양하게 물어봐요 언제 만들어졌나 도시 한복판에 이런 게 있으니 좋: . ,



은 점이 많은가 이 물 마실 수 있나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등이에요, , .

제가 보기엔 이 청계천은 개천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작품이에요 물의 는 만. 80%

들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작품을 잘 보존하고 지금보다 더 시민들이 잘 알.

고 유용하게 쓰면 좋겠어요.

조사원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외 다 점심시간 때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가족16:00 17:00 .⇒

단위 나들이가 무척 많았다 광화문 쪽에서는 한미 집회를 가지고 있어서 분위. FTA

기가 너무나 조적이었다 청계천 내부에서는 가족단위가 물놀이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휴식하는 모습이 부분이었고 친구 단위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에서는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형성한 채로 무시무시한 분위기 다 가족단위의 패턴.

은 단순하다 조금 걷다가 계단이나 그늘에 앉아서 쉰다 애들은 물에 발을 담그면서. .

물놀이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역이 가까운 출구로 나간다 특별하게 어디서 와서.

어디서 나간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이동경로나 방법은 다양하다 마침 청계천에서.

공연이 있었다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 중 명 정도에게 공연이 있는 것을 알고 왔냐. 8

고 물어보니 공통적으로 청계천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언제어디

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고 그냥 지나가다가 공연이 있으면 본다고 했다 공연.

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문득 청계천의 화장17:00 18:00 .⇒

실에 한 것이 궁금해져 동아일보사 건물로 들어가 보았다 동아일보사 화장실 개방.

을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화장실은 개방이 되어 있었으나 찾기가 무척 힘.

들었고 화장실에는 개방 후에 파괴되었던 화장실사진이 걸려있고 시민의식을 촉구하

는 문구가 써 있었다 일단 안내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했다. .

조사원 이곳 화장실을 개방한 후에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화장실 개방 사실을: ?

알고 오는지?



안내원 예 알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여기가 길 건너기도 좋고 들어오기 편리해서: .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 좀 쓰면 안되냐고 물어보시고.

화장실 위치를 묻거든요.

조사원 이 근처에 개방하는 화장실이 여기뿐인가요: ?

안내원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

조사원 개방 후에 화장실이 파손되어 수리하던 사진이 있던데 화장실 개방에: .

따른 정부 지원이나 뭐 그런 것이 있었나요?

안내원 글쎄요 없었던 걸로 아는데: , .

조사원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인들과 커플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고 가18:00 18:30⇒

족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 다.

사람이 터져나간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다 가족 친구 연인15:00 16:00 . , , ,⇒

외국인 사진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와 친구,

단위 연령 가 굉장히 광범위한 수준의 가 많았으며 돗자리를 준비해 와서 그늘에서( )

쉬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사하던 중 쉬고 있는 가족단위 중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강하게16:00 16:30⇒

쓰는 가족을 발견하여 인터뷰를 시도했다 구에서 서울 친척집에 들 다가 청계천.

보러 나왔다고 했다.

조사원 구에도 청계천이 잘 알려져 있나요: ?

나들이객 예전에 복원할 때 데모하는 등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뒷얘기는 몰라요 와보니까 괜찮은 거 같네요. .



조사원 구도 신천변은 깨끗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 ?

나들이객 서울은 확실히 건물들도 크고 복잡한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이:

좀 신기하네요 신천이 더 넓고 공원화 되어있긴 한데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있지는. ,

않잖아요 근데 확실히 서울은 공원도 복잡하네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 ...

사람이 너무 많아 계단에서 내려가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 연출되13:00 15:00⇒

고 있었다 광화문 쪽 분수 에는 과학관련 행사를 하고 있어서 더 복잡하고 청계천.

내의 앉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사람이 거의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앉아 있었다 종로를.

지나니 다소 한산하다가 동 문에 당도하니 사람이 많기는 마찬가지 다 가족 친지. , ,

다양한 연령 의 친구집단 등이 이용하고 있고 인원분포 분석은 불가능했다.

광통교 아래에서 김흥자 한국무용 공연 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리‘ ’ ,

를 꽉 채워서 통행이 불가할 정도 다 순찰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정리하여 길을 틔워.

줬다 연령 는 부분 이상인 분들이었으며 젊은 사람은 거의가 외국인이었다. 40 .

관람객들에게 몇가지 물어보니 지난 번 공연 때와 비슷한 내용으로 공연이 있다,

는 것은 알지만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 문 쪽에서 주민으로 보이는 남자 초반 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30 ) .

조사원 청계천으로 산책 나오셨나요: ?

주민 예 집이 이 근처거든요: ,

조사원 청계천이 생겨서 좋은 점이 많은가요: ?

주민 그럼요 쉴 공간이 생겨서 좋죠 좋은 점이 많죠: . . .

조사원 불편하신 점도 있으실텐데요: ?

주민 아 잠시 생각하더니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동네가: ( ) .

다소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고가도로가 없어지고 버스차로가 생기면서.

교통도 좀 불편해졌고 오너드라이버들은 정말 힘들죠 그리고 혹시 광공해라고 아세.



요 여기 밤에 매일 불을 켜 놓으니까 밤이 예전보다 더 밝아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 .

도 변한다던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

사람들은 줄어들 줄을 모르는 가운데 연인들의 비율이 다소 높15:00 17:00⇒

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커플들은 걸어 다니기보다는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으며. ,

한번 앉으면 한참을 자리 잡고 앉아있는 특징을 보 다 운 좋게도 근처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여자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일한지는 년 정도 청계천에 가끔 나오. 8 ,

며 업무차 잠깐 나왔다가 들 다고 한다.

조사원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이 근처 경기가 좋아졌다거나 뭐 그런 효과가 있:

는 것 같나요?

여행사직원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 . .

에는 일 마치고 특별히 볼 일이 없을 때는 이 근처에서 약속을 안했는데 요즘은 가

끔 사람들 여기서 만나요.

조사원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요: ?

여행사직원 예전에 비해 많이 주변이 깨끗해졌고 밝은 느낌이 들어요 교통은: .

불편해진 것 같아요 혜화동에서 덕수궁 그쪽은 요즘 어떤 시간 에 가더라도 꽉 막.

혀 있어요 저도 원래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게다가 그쪽은 버스. .

도 별수 없이 막히더라구요.

해질녘이 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은 많이 빠져나가고 친구와 커18:30 20:00⇒

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연령 가 훨씬 젊어졌다 평일 저녁과 모습은.

거의 비슷하며 정장풍의 옷을 입은 회사원이 눈에 띄지 않은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시가 넘으면서 평일 시와 거의 유사한 분위기가 되었다 사람이 평소보다 다소19 19 .

많았다.

오늘은 동 문 쪽으로 나갔다 시 분까지는 꽤 한산하며 노12:00 13:00 . 12 30⇒

인분들만 몇 분 다니고 인적이 굉장히 뜸하다 하지만 시 분 정도가 되자 주변. 12 30



상인 분들로 보이는 옷차림의 주머니 많은 망사 조끼와 운동화 차림 분들이 삼삼오( )

오 짝을 지어서 거니는 분들이 많아졌고 의외로 낮 시간임에도 운동 하시는 분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오간수교에서 버들다리 사이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나 배오개다리를 지나 종

로 방향으로는 회사원들이 많이 보 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회사원들이 운동화를 신.

고 엄청난 스피드로 종로 동 문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심심⇒

찮게 볼 수 있었다.

시가 지나자 점심을 회사원들과 상인 분들 모두 자취를 감추13:00 14:00 13⇒

었고 노인분들 친구단위와 정말 드물게 연인들이 보 다 종로 쪽과 동 문 쪽은 평.

일 오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낯 시간임에도 사람이 아주 많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린이 집 아15:00 16:00 .⇒

이들 연인들 가족 사진촬 객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 , .

여분 정도 광화문 방향 출입구 인원 출입을 지켜봤는데 들어온 사람이 많고20

나간 사람은 적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버스와 지하철이 모두.

편리한 광화문 종로 구간의 출입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조사를 하는 입장에- .

서도 이쪽으로 오고 싶지 동 문 하류 쪽으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들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가운데 경비하16:00 17:00⇒

시는 분에게 몇 가지 물어보았다.

경비원 저희는 용역회사에서 나왔고 안전사고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야: ,

간에 만취자들을 제지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여기도 만취자가 들어오고 그러나요: ?

경비원 그럼요 여기는 시 조례에 따라 정해진 법이 있는데 강제성은 없어요: . .

근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음주 가무 흡연 애완견 자전거 인라인을 못하게 되어있고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 , , ,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천법과 공원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휴지통하고 못 만들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행.

패도 많이 부리고 하루에 쓰레기도 리터짜리로 봉지 이상 나와요100 40 .

조사원 홍보가 필요하겠군요: .

경비원 그렇죠 홍보가 되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사실을 저희가 또: .

다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시민의식이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시위 가 청. .

계천으로 좀 안 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시위 는 저희들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

난입하면 시민들도 다치고.

이 구간에는 광화문 쪽을 조사할 때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15:00 16:00⇒

데 낮 시간에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한 시간 동안 본 사람이 명이 채 안 되, . 30

었다 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고 그냥 길을 통과하는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

이 많은 편이었다.

마침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

다.

조사원 뭘 찍으시는 건가요: ??

사진작가 청계천의 자연 모습을 담으려고요 여기 새들도 많이 날아들고 도심이: .

지만 풀도 자라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좋은 상이 됩니다.

조사원 주로 자연사진들을 찍으시나요: ?

사진작가 사람 따라 틀리죠 저도 예전에 처음 복원되었을 때는 복원되기 전과: .

후를 비교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요 주제는 사람별로 다양해요. .



식사를 마친 후에 동 문까지 가는 길을 천천히 따라서 걸어갔20:00 21:00⇒

다 저녁시간이라 낮 시간보다는 사람이 많았고 역시 해가 지고 나니 커플이 많아졌.

다 운동하는 동네 주민도 종종 눈에 띄었다. .

사람들이 정조반차도에 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17:00 18:30⇒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에 어떤 식의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무슨 말들을 하는 지 유심히 들어봤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와 이거 만드느라 힘들었겠다 저 타일, “ ! .” “

예쁘다 는 식이어서 다소 실망감이 있었다 하지만 가끔 자녀를 데리고 온 분들이!” .

옛날 서울 지도를 설명해주고 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교육적인 모습도 있었다.

시간 정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나가다보니 특이해서 관심을 가지기는 하나1 ,

관심의 정도나 수준이 아주 낮고 그나마 부모님들은 애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

용하는 정도로 보 다.

다시 동 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특이사항 없이 금요일 저녁을 만18:30 19:00⇒

끽하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고 동 문쪽은 종로쪽보다 교복입고 나온 학생의 숫자가

좀 더 많고 커플의 비중이 조금 적은 것이 차이인 듯 했다 이 방면에 있는 모든 통.

로로 다 올라가봤는데 동 문 역이 확실히 다른 곳에 비해서 그 통로는 줄을 서서

이용해야 할 정도로 인원 유출이 많았다.



확실히 주말에는 사람도 많고 무질서하다 정조 왕능행 반차도14:00 15:00 .⇒

가 있는 난간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있고 용역회사 분들이 연신 호각을 불어 는

데도 풀밭까지 진출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금요일과 비슷한 양상인데 반차도에 아.

이들의 관심이 지 했다 오늘은 그래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들.

이 꽤 많이 계셨는데 끝까지 설명을 다 읽는 사람은 없었다.

정조반차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나이가 이 조금 넘어50

보이시는 분에게 질문을 해봤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벽화이고 역사를 말해 주잖아요 일본은 아주 사소한“ .

것도 역사적인 것으로 추앙해 주고 교육하고 해서 자긍심을 많이 심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이 나름 로 의미가 있는데 다들 그냥 슥 보고.

지나가게 하니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교육해야한다고 봐요. .”

계속 주변을 서성이던 중 일본인 관광객 무리를 만났다 한 시간15:00 16:00 .⇒

정도 추적해 보니 반차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반차도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려 하고 질문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이 사람은. .

왜 뒤를 보고 있나요 이 사람은 거꾸로 가는 중인가요 라는 웃기지도 않는 질문도? ?

있었지만 체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곳이 고가도로 다는 설명에 많이 놀라는 눈.

치 고 이런 도심 속의 휴식 공간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듯 했다.

시가 되니 광통교 위에서 탭댄스 공연이 있었다 지난주의17:00 19:00 17 .⇒

전통 공연과 사뭇 다른 분위기 는데 우선 공연을 관람하는 연령층의 차이 다 지난.

주 공연은 관객의 거의 다가 노인 분들이셨고 젊은 층들은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패턴이었는데 이번 공연은 다리위에서 신나는 음악이 들려오자 너도 나도 올라가서

보는데 젊은 층이 주 다.

공통점이 있다면 한국의 공연거리 문화는 아직 관람객의 수준이 많이 뒤떨어진다

는 점이다 매너도 부족하거니와 거리 공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박수와 함성은 실.

종이었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표정이 어색해 질 수밖에 없다. .

공연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공연을 보는 형태이며 뒷공

간을 약간 내주는 모습이다 뒷공간을 내주는 것은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번 주는 자발적이었으나 지난주에는 안전요원 분들이 통로를 반 강제로 확보시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노래 한곡이 끝나면 자리를.

뜨는 경향이 확연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있다고 해서 광화문 쪽으로 자리를 옮

겼다 요가 동작을 함께하는 모습이었는데 보고 있기에 미안하고 민망했다 하지만. .

그러한 모습에서 청계천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많이 알고 함

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으로의 이용 가능성을 엿보았다면 무리일까.

역시 예상했던 로다 동 문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마15:00 16:30 .⇒

주친 사람이 명 남짓이다 왕십리 역 근처에서 계속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오20 .

로지 얼굴을 다 가리는 선 캡을 쓰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뿐이었다 한 명 정도 되는. 9

것 같다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 혼자서 계곡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사람

이 너무 없었다 저녁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 궁금하다. .



해질녘이 되자 이곳은 운동 천국이다 경관을 묘사하자면 체육복19:00 20:00 .⇒

에 운동화목에는 손수건을 두르고 작은 배낭에 물병 하나를 넣고 팔이 빠지도록 흔

들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많고 동 문쪽에서 마라톤 아님 그냥 장거리 달리기 을 하( )

시는 사람들이 명 쏜살같이 지나갔다 복장을 갖추고 운동화를 신은 모습들이 심상5 .

치 않아보 다 커플은 딱 커플 지나갔고 아마도 부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 2

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차 없어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간간히20:00 21:00⇒

보인다 분이 지나면서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20:30 .

위를 올라가서 주변 경관을 한번 살펴보니 아파트가 많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

이 보인다 마을버스가 다닌다는 것은 지하철역이 멀리 있다는 이야기고 이는 곧 지. ,

역 주민 이외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관찰하는 동안에는.

개인 운동하시는 분들밖에 없었다.

시가 지났는데 광화문 쪽에는 사람이 엄청 많다 시 정도21:00 22:20 21 . 20⇒

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거의 다 연인들이고 친구들 집단이 략 정도. 20%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층은 후반에서 초반정도로 매우 젊고 다수가 앉. 10 30

아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천천히 동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관찰을 계속했는데 오히려 야간 시간 동 문,

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고 종로쪽 보다는 친구 집단의 수가 많았다 친구들 끼리 같.

이 쇼핑을 한 듯이 보 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청계천까지 한번 가보고 주변의 교통 접근20:00 21:30⇒

성을 조사해 보기로 하 다 우선 왕십리역에서 내려서 청계천으로 가려니 막막함이.

앞선다 길을 두 번 정도 물어보고 찾아가니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

왕십리 주변을 둘러보니 아파트 단지가 있고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으로 최소한 분 이상 전철역을 찾아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었3 ,

다 보통사람보다 배정도 빠른 걸음으로도 한 분정도 걸렸다 게다가 가는 길이. 2 10 .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장동 쪽으로 내려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다 마장역으로 가느냐 답십리로 가. ,

느냐 실제로 큰길로 걸어서 나와 보면 표지판에 왼쪽은 답십리 오른쪽은 마장역이라( ,

고 써 있고 거리는 안나와 있다, ).

우선 마장역을 갔다가 다시 답십리역으로 돌아왔는데 길이 체로 어둡고 인적이

드물다 이 일 의 청계천에 인적이 드물고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몸.

소 확인한 날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 청계천에 가보았다 이 날은 시에 청계광장에22:00 22:30 . 19⇒

상징조형물인 스프링이 공개되는 날이었는데 이미 제막식은 다 끝났지만 뭔지 궁금,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해서 잠깐 들 다.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사람들 반응을 살폈는데 별로 좋은 평가가 없었다.

쇠똥처럼 생겼다 달팽이 등짝 같다 아이스크림 등이 짧은 시간 동안‘ ’ ‘ ’ ‘ ’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었다.

같은 상을 아이스크림으로 보는 사람과 쇠똥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 사람들의

관점은 참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내일 다시 나와서 본격적인 사진도 좀 찍고.

사람들의 반응도 좀 더 보기로 하 다 내일부터는 주년 기념 축제가 열리는 날이. 1

기도 하다.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다 청계광장에서는 형 무 에서19:30 21:30 .⇒

공연이 있었는데 아주 급 진행자와 가수들은 아니지만 나름 열정적인 무 를 보여A

주었고 마치고 나서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주변정리가 생각보다도

깔끔하게 된 것이 보기 좋았다.

광통교 주변에서는 풍물놀이와 다양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장수풍뎅

이 체험과 각종 먹거리들이 풍성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모습이 아직.

한국에는 없는 축제문화로 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도 들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는데 동 문 주변에 청계천에 인접한 상가들은 청

계천 빅 세일과 동 문 패션 축제 등도 같이 했다고 한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다 오늘따라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았21:00 22:00 .⇒

는데 문득 청계천과 관련된 문화 행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진 촬영과 관련된 산

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수한 프로 아마작가들이 청계천의 사진을 담. ,

아서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진 찍는 행위는 취미 생활이지만 사.

진 자체는 중요한 문화적 경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작, .

가들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 사항은 없었다.



북핵결사반 및 한미연합사해체 반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20:00 21:00 ‘ ’⇒

데 내용이야 제목 그 로이고 보수단체와 시민들이 작은 태극기를 들고 모여서 집회

를 가지고 있었다 단상에서는 강도 높은 현 정부의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며 발언이.

끝난 이후에는 성명서 낭독과 구호제창 애국가를 부르면서 끝났다 분위기는 집회가, .

늘 그렇듯이 살벌했다 다만 보수단체의 집회라 그런지 전경하고 전경버스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서 청계천의 정치적인 발언 로서의 기능을 확연히 볼 수 있었는데

집회가 늘 이루어지는 광화문과 가깝기도 하지만 원래 집회라고 하면 종각에서 광화

문 거리 사이 는데 이제는 청계천으로 그것이 분산되고 있는 듯했다 청계천에서 집.

회를 하면 청계천을 방문한 수많은 유동인구에게 까지 그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조용한 주말 저녁이었다 주말 저녁답20:30 22:00 .⇒

게 연인들의 비중이 비교적 적고 가족단위가 많았다 날씨가 조금 쌀쌀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담그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



이상하리만치 더운 월 중순이지만 월에 비해 다소 쌀쌀해져20:40 22:00 10 9⇒

서 그런지 청계천 유동인구는 많이 줄어들었다 략 정도 밖에 안 되는 듯하다. 2/3 .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 편이고 발을 담그는 사람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그리.

고 다리를 건너는데 부유물과 오염물들이 발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 다 유동인구.

가 감소한 것 이외에 딱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청계천 문화관에서 하는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에 관람 온18:45 19:00 ‘ ’⇒

사람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했다 그런데 관람객 여 명 중 설문에 응. , 90

할 수 있는 만 세 이상의 어른들은 략 명 명 정도로 주로 어린이들이 많18 30 ~35

이 온 상황이었다.

청계천 문화관에 계신 분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프로그램에19:00 20:20⇒

따라서 들어오는 연령층이 다른데 월 까지는 어른들이 주로 와서 관람을 했고 특6

히 월부터는 프로그램의 상 연령 가 다소 낮은 편이라서 부모님을 동반한 아이9

들이 많이 온다고 했다.

오늘 공연의 주제는 현 음악과 전통 음악의 만남 국악 프론티어 콘서트‘ ’

다 섭외에 관해 물어봤더니 그날에 맞는 업체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했다 공연은 국. .

악공연과 판소리 공연 마지막으로 퓨전 크로스오버 국악 그룹인 시아 의 공연이, ‘ ’

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애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수선했지만 공연에 한 집중도는.

매우 높았다 그리고 공연 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 .

음에 또 안하는지 다음번 프로그램은 언제 하는 지 등을 궁금해 했다 시 분쯤, . 20 10

에 공연이 끝났다.



눈에 띄는 것은 연인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19:30 20:00⇒

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자 청계천은 더 이상 좋은 데이트 장소가 아닌.

듯 했다.

문화관에 도착하여서 설문조사를 준비하 다13:30 14:00 .⇒

차 설문조사를 시작하 다 입장하시는 분께 나누어 드리고 나14:00 15:30 1 .⇒

올 때 받는 방식으로 하 고 차 때 장의 설문지가 나가서 장 정도가 회수 되1 30 27

었다.

공연 후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고 애들은 집에 안 가려고 울거나 떼쓰기도 하

고 심지어 우리 편이 다치니까 우는 애들 등 공연호응도가 높았다.

차 설문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 고 나머지 설문지를 모두 나15:30 17:10 2⇒

누어 드리니 거의 딱 맞아 떨어졌다 회에 합쳐서 장의 설문지를 받았다. 2 47 .

오늘은 비오는 날에도 청계천 아티스트가 활동하는지 비오는17:30 19:00 ,⇒

날에도 청계천 방문객은 많은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자 나왔다 예상 로 아티, .



스트들은 보이지 않았고 거의 매일 자리를 하시는 통기타 연주자 아저씨도 안보 다.

그러나 청계천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꽤 많이 다녔다 유동 인구 분포는 연인 절반 정.

도에 친구 가족들이었고 어린이나 노인 분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평소 주말, .

같은 시간 의 정도의 유동인구 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오늘도 역시 반1/4 . FTA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종각에서 시작해서 행진을 하면서 청계광장에 많이 모여 있었

다 그와 더불어 수많은 전경들이 있었다. .

시민과 경찰과 시위 가 함께 공존하는 자리 단절과 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청.

계천만의 경관인 듯하다.

요즘 들어 청계광장에 다양한 행사가 많다 북핵문제에 관한 집19:30 20:30 .⇒

회 상품 광고 목적의 행사 사진전 관련 집회 등, , , FTA .

오늘 청계광장에서는 수도권 관광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은 안보이고 무수히 많은 고급 카메라를 든 작가들이 눈에 띄었다 관람을 하.

는 도중에 동아일보사 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집회를 하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일까지는 보수단체의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햇볕 정책을 비난하고 전시작전권 회21

수를 반 하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시위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오늘 목격한 집회

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정반 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국 반 북제제 반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하자는 집회 는데, ,

략 한총련과 범민련 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주변을 둘러보니 보수단체가 집회 할 때는 사람도 많고 연단도 높고 각종 언론사

에서 많은 취재를 나왔었는데 여긴 사람도 없고 연단도 없고 취재도 없었다, , .

최근 청계광장 집회 요약< >

한민족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 촛불기도회 만인 서명운동1. , 1000



일시 년 월 일 월 일 매일 저녁 시 분: 2006 10 9 10 21 7 30⇒

슬로건 북핵결사반 한미연합사 해체 반: ' ‘․
참여단체 뉴라이트 전국 연합 세기 외교안보 포럼 선진화국민회의 각종 종: , 21 , ,

교단체와 서울시 재향군인회원 나라사랑시민연 자유넷 등 시민단체 회원 등, , 227

개 보수시민단체 주도함 일반시민들 참여,

집회방법 국민의례 각 단체 표들 비난 발언 성명서 낭독 애국가 제창: → → →

촛불시위이나 과격하게 인공기를 태우는 등의 퍼포먼스도 곁들임 연령층 매우.

높은 편이고 참가 인원 아주 많음 한 회당 명은 넘을 것으로 파악( 1000 )

vs

미국 반 북제제 반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비상 시국농성2. , ,

일시 년 월 일부터: 2006 10 24

슬로건 미국 반 북제제 반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 ,

참여단체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연 범민련 한총련: ( ,

등)

집회방법 민중의례 구호제창 각 단체장들 발언 구호 계속 외침 결의문 낭: ( )→ → →

독 민중 가요 제창 및 마임 계속 구호제창→ →

촛불시위로 평화적이고 연령층 아주 젊음 인원은 명이 채 안됨. 100



신답역에서부터 고산자교쪽으로 걸어가면서 보니 이른 시간이었지만 날씨가 좋,

았고 아침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간간히 보 다.

걷기 회 참여하는 사람들은 고산자교 아래 둔치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고 고산,

자교를 건너오는 사람들이 둔치를 내려다보고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아마도 걷.

기 회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 보 다 한 여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 200

었고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 직장동료들 중고등학생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 등, , , ,

참가한 사람이 다양했다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고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걷기 회 후 경품 추첨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음악을 틀어주고 준비운동을 시작했다 나이든 어르신들은 준비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적극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특히 무 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도 높았다 몇몇 사람들은 뒤에 빠져서 뒷짐 지.

고 있기도 했고 특히 일 때문에 나온 듯한 젊은 사람들 서울시 직원 의 경우 그냥, ( ?)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풍물패들이 선두를 잡고 걷기 회 행렬을 이끄는데 좁은 산책로에 서로 양보해,

가며 여유 있는 출발을 보 다 하류구간으로의 걷기를 시작했는데 산책로와 별도로. ,

물가에 난 길 이용객에 의해 생긴 자연스러운 길 이 나 있고 그쪽으로 걷는 사람들( )

도 많이 있었다.

살곶이 체육공원 즈음에 이르자 물을 나눠주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

도 종종 눈에 띄고 걷기 회와 상관없이 운동을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일부는 신.

답철교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싶어했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져 걸

어가는 모습이었다 가족들도 나이드신 어른들과 아이들 중심으로 나뉘어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는 중고생들은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찾고 있.

었다.

깨끗해서 뭐 쓰레기 주울 것도 없네요 인근 중학교 학생의 푸념 아닌 푸념“ .”

이었다.

걷는 도중 청계천에서 문화역사 가이드 자원봉사하는 분이 몇 마디 했다.

고향이 지방이라 사실 이런 하천은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서울 올라와서 본“ , .



사람들은 약간 실망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완전히 도시적인 분위기로 꾸몄으면.

더 차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을 배려했다고는 하나 어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아쉬워요.”

이곳에 찾아온 중고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도 별로 하지 않“ .

고 성적에 반 될 때만 묻는 것 같구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관심이 많아 이것.

저것 많이 물어보죠 외국인들도 많이 묻고. .”

서울숲에 이르러 중랑천 건너는 다리 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 어 한강을 바라

보곤 했다 쉴만한 곳이 없어서인지 서울숲에 이르는 동안 앉아서 쉬는 사람들은 많.

지 않았지만 간혹 앉을만한 곳에 앉아 쉬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나온 젊은 부부들도 눈에 띄었는데 걷기 회 참가자인지 알기는 힘들었다, .

서울숲에 이르자 빵과 음료 등 간단한 먹을거리와 월드컵을 기념하는 손수건등,

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나눠줬으며 서울숲 공원에 모여서 경품추첨을 하고 끝났다, .

여름이후 서울광장으로의 구간이 걷기 회에 추가됐다 중간중간 현장 체크를 위.

해 정지하기도 했고 빠르게 걷지 않았음에도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기까지 오래 걸,

리지 않았다 오간수교 주변에 협찬사의 광고설치물과 함께 물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

사람들은 분산된 탓인지 산책로에 빽빽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 참가,

자가 아닌 사람들과 뒤섞이며 조금은 혼란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시 분 정도. 9 40

가 되자 부분의 사람들은 서울광장에 집결했다.

아이들의 경우 오리나 물고기 등이 보이면 개천 내부를 구경하고 풀숲에서 벌레

들 찾으려는 등 멈추기도 했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거의 걷기에 몰입하는 분위기 다.

매우 빠른 속도로 걸어서 광장에 도착하는 모습이었고 오간수교 관수교 근처에서, ,

쉬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었다.

봄에 만났던 할아버지를 이번에도 본 것으로 짐작컨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은 자주 참가하는 듯 하다 양재동에서 일부러 왔다는 할머니 아현동에 산다는 산악. ,

회 회원들도 있었다.



체로 이상 부부동반 혹은 산악회 등의 운동클럽 회원들 혹은 유사 집단50 , ,

그리고 중고생 집단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이들을 둔 가족 등의 사람들이 많았으,

며 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2,30 .

주년 복원 기념 걷기 회여서인지 종착점에서의 경품이 푸짐했다 서울 광장에1 .

도착하면 약간의 간식거리 쥬스 쵸코파이류 등 와 후원업체의 경품 이번엔 트롬에서( , ) (

제공한 세제 방석 등이 제공되었다), .

이후 광장에서 공연 및 경품추첨 운동화 건강식품 자전거 에어콘 을 하고 행( , , , ) ,

사를 마치자 사람들은 일순간 사라졌다 토요일 오전시간 가족나들이하기에 무리 없.

는 일정으로 보인다.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다가 청계천 복원 주년 기념행사라고 해“ 1

서 모시고 왔다 유인물을 본 부모님이 참여를 강요했다고나 할까 주마다 걷기 회. . 2

행사가 있었는지는 몰랐고 주년 맞아서 하는 특별한 행사인줄 알았다1 .

청계천에는 두어번 와봤는데 일부러 청계천을 오지는 않고 인사동에 왔을 때 걸

어서 청계천 잠간 들 다가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모님들은 시내에 갈 곳이 마땅.

치 않을 때 걷거나 앉아있기에 좋다고 하시더라 서울 오셨을 때 몇 번 들르신 걸로.

알고 있다.

도시에서 물을 보고 자연을 접할 수 있어서 좋지만 일부러 찾아 올 곳은 못되는

것 같다 바라는 점은 보도가 너무 딱딱해서 여자들의 경우 힐 신고 오래 걷기는. , ,

좋지 않은 것 같다 폭신한 보도 블럭이 있던데 물론 그런 것은 유지보수가 힘. .……

들다고 하니까 실현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다른 것은 아직 모르겠다, . .”

조사원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청사랑 소속이신지: ? ?



봉사자 작년 월부터 했어요 청계천 개장하면서부터 계속 우리는 다 청사랑: 10 . .

소속이죠.

조사원 일하시게 된 동기는요: ?

봉사자 아이들이 좀 자라고 나니까 집에 있으면서 남는 시간이 생겨 공부를 시:

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뭘 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일어를 배워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서 일본어를 하게 되었지요 언어는 말하는 거니까.

공부는 재미있었는데 사실 써먹을 데가 없으면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 .

할 수 있게 여기 신청하게 되었어요 월드컵 때도 자원봉사 모집하는 걸 알았는데. ,

그때는 공부 도중이어서 아무래도 겸손하자 하고 신청을 미뤘다가 이번에 지원했는

데 다행히 뽑혔어요.

조사원 은 어디신가요: ?

봉사자 고향은 경상도 주예요 여기 처음 와서는 한편 겁도 없이 일을 많이 저: .

질 는데 일어 공부하게 된 것도 부업광고 보고 전화한 곳에서 교재를 바가지 씌우,

는 바람에 돈 날리고 나서 어요 정신 차리고 제 로 하자 마음먹고 시작한 거죠. .

현재 거주지는 신림쪽인데 그쪽에 문화원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며 도움을 많이 받

았어요.

조사원 이곳에서는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

봉사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오후팀으로 여섯시까지 있어요 오전에 일하는: .

분은 또 따로 있고.

조사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건가요: ?

봉사자 여기 안내소 는 그렇고 불규칙적으로 가이드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신: ( ) , .

청 들어오면 스케쥴 봐서 나가요 가이드는 따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하루. . 4

시간씩 일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보는데 그걸 통과하면 자격증 같은걸 주죠3 , .

조사원 가이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

봉사자 한달에 두 세번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월에는 벌써 두 번 나갔다: . 9

왔고.

조사원 가이드를 하면 얼마만큼 걷게 되나요: ?

봉사자 보통은 삼일교까지에요 정말 많이 걸으면 여기 오간수교 까지지만 그런: . ( ) ,

경우는 거의 없구요 전구간은 정말 힘들어요 가이드도 힘들고 관광객들도 힘들고. . .



조사원 청계천에 한 외국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

봉사자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런 하천 복원공사에 관심이: ,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데 서울사람들이나 이게. ,

원래 고가가 있었고 했던 걸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이게 너네 왜 단하냐 뭐 그

러기도 하구요 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같기도 해요. .

조사원 이곳에는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나요: ?

봉사자 동네에서 생활 어 강의도 했고 개인지도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 ,

구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재미로 나오고 있죠. .

조사원 그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나요: ?

봉사자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동 문 관광안내센터에: ,

도 나가요 동 문 관광안내센터는 서울시에서 운 하는 것이고 청계천안내소는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 을 하기 때문에 소속이 전혀 다르지요 동 문 관광안내센터는 정.

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선생님 수십 년 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실력.

은 뭐 안내센터에서는 방향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정도 실력이면 되죠.

조사원 주로 어느 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

봉사자 다양해요 미국인도 있고 프랑스인도 있고 독일인도 있고: . , .

조사원 청계천에 많이 다녀가는 편인가요: ?

봉사자 동 문에 있으면서 청계천에 가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여기 뭐 볼게: .……

있나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청계천 주변에 판자집들이 주욱 있을 때 와보긴 했고 그? ,

리고는 안 왔었어요 그렇게 사실 청계천에 해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모르.

겠어요 청계천 가이드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해 따로 공부를 해야겠죠. .



유형별 인터뷰 자료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을 이용해 운동하는 사람들과 점심식사 후 운동하는 사람들

을 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실시하 다 질문은 산책로에서 이동경로 평소의 운동. ,

습관 청계천에서의 느낌 문화행사에 한 태도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 .

남성 점심시간 운동(1) 70 ( )

직장이 없어서 특별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한다기 보다는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는 편이다 오간수교에서 황학교까지 걷고 있으며 매일 한 시간 정도 운동한.

다 청계천이 생기기 전에는 집 주변 등을 산책하곤 했다 이곳에서 운동하는 것 외. .

에는 일주일에 한 번 용마산에 등산을 간다 청계천은 조용하고 공기가 좋아서 좋다. .

문화행사는 본 적이 없다.

평화시장 근무 여성 점심시간 운동(2) 30 ( )

세운교에서 고산자교까지 걷고 있다 어쩌다 시간 나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운.

동한다 청계천 복원 이전에는 점심시간에 주로 이야기하며 보냈고 일주일에 회. , 3~4

정도 헬스를 하고 있다 청계천에는 물이 있어 좋은데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오고 싶지 않다 문화행사는 본적이 없다. .

광화문근처 근문 남성 점심시간 운동(3) 40 ( )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운동한다 하루 한 시간 정도 운동하는데 청계천 복.

원 이전에는 점심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운동을 하게 되어 좋다 일주일에 한 번 등산.

정도 하고 있다 물이 더러운 것이 단점이다 문화행사는 그냥 지나친다 매우 빠르. . . (

게 이동 중이었음)

을지로입구 근처 근무 남성 점심시간 운동(4) 50 ( )

오간수교와 황학교 사이를 다닌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편은 아니다 복원 이. .

전에는 그냥 시간을 보냈으며 다른 운동도 하는 것이 없다 청계천에서는 간섭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데 비둘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좀 싫다 이전에는 다른 곳.

에서 거주해서 청계천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지만 이곳에 온 김에 운동을 하러 나왔

다 문화행사는 그냥 지나치는 편이다. .

종각 근무 남성 점심시간 운동(5) 40 ( )

수표교에서 황학교까지 걷는 중이다 하루 분 정도 복원 이전에는 인터넷 고. 30 .

스톱을 치며 점심시간을 보내곤 했다 다른 운동으로는 수 을 하고 있다 청계천은. .

공기가 맑고 물소리가 좋다 도시를 탈피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정말 좋다 공연은. .

몇 번 봤는데 유심히 보지는 않았다 동료로 추정되는 사람과 운동하며 이야기를 나. (

누고 있었음)

동 문 근처 근무 남성 점심시간 운동(6) 30 ( )

다산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운동하는 편이다 운동은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

원 이전에는 그냥 놀았다 다른 운동이라면 일주일에 두어 번 걷는 것인데 그도 불규.

칙한 편이다 청계천은 시각적으로 트여있어서 좋은데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종로 가 근무 남성 점심시간 운동(7) 4 30 ( )

나래교에서 고산자교로 왕복하고 있다 운동은 불규칙한 편이고 복원 이전에는.

그냥 놀았다 산책로가 반듯해서 좋다 문화행사를 본 적은 없다. . .

세운상가 근처 근무 남성 점심시간 운동(8) 50 ( )

오간수교에서 고산자교 사이를 왕복한다 운동은 불규칙적으로 하는 편이고 뭐.

복원 전에는 그냥 놀았다 다른 운동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골프를 친다 청계천에. .

나오면 인생을 설계할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시원해서도 좋다. .

평화시장 근처 근무 남성 점심시간 운동(9) 30 ( )

오간수교에서 청계광장까지 왕복한다 하루 한 시간 정도 운동하는데 복원 전에.

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보냈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데 청계천에서 운.



동하는 것과 그것이 다다 청계천은 시원해서 좋은데 인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힘.

들 것 같다 상 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신당동 근처에서 트럼펫 부는 아저씨를. .

가끔 보았다.

시청에 근무 남성 점심시간 운동(10) 40 ( )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까지 왕복한다 하루 분 정도 운동하는데 그 전에는 점. 40

심시간에 주로 인터넷서핑을 했다 다른 운동은 하지 않고 있다 청계천은 생태환경. .

이 좋은데 여름에는 햇볕이 심해 햇볕이 안 들어오는 남쪽 산책로가 너무 좋다 윷놀.

이 민속놀이 공연 마술 등 다양한 공연들을 보았다, , , .

파주 거주 남성 퇴근 길 운동(11) 30 ( )

청계광장에서 세운교까지 왕복하고 있다 회사가 광화문 근처라 저녁 먹고 운동.

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갈 예정이다 복원 전에는 바빠서 운동을 거의 못했는데 청계.

천 복원 이후로는 거의 매일 나와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고 나면 소화가 잘되고.

나무가 있어서 좋다 그런데 수질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문화행사는 그냥 지나치는. .

편이다.

시청근처 호텔 체류 이스라엘 남성(12) 30

청계광장에서 세운교까지 걷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체육관에 다녔고 여기 와서.

는 거의 매일 청계천에 나온다 청계천을 만든 것은 정말 멋진 아이디어다 좋은 공. .

간이다.

종로 근무 남성 퇴근 길 운동(13) 40 ( )

삼일교에서 청계광장 정도를 걷는다 다른 운동은 안하고 있으며 일찍 퇴근하는.

날은 청계천을 걷는다 도시 속에 휴식공간이라 좋다 흙바닥이었으면 더 좋겠다 문. . .

화행사는 본 적이 없다.

김포 거주 남성 퇴근 길 운동(14) 30 ( )

배오개다리에서 청계광장 사이를 걷는다 동 문에 직장이 있어서 자주 다닌다. .



다른 운동은 하지 않는다 항상 걸어서 퇴근한다 도심 속에 물이 있어서 좋은데 청. .

계천에는 애정표현이 심한 연인들이 많은 게 싫다 문화행사는 그냥 지나친다. .

중계동 거주 여성 퇴근 길 운동(15) 20 ( )

오간수교에서 청계광장을 걷고 있다 중계동에 직장과 집이 있는데 학원 가는 길.

에 청계천을 들른다 수 도 매일 한다 신호등이 없어 멈추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 .

어서 좋다 출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충주 거주 남성(16) 40

배오개다리에서 청계광장까지 왕복중이다 청계천에는 처음 나왔으며 시내 한가.

운데 천이 있어 시원하고 좋다 이정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다른 운동으로는. .

일 주일에 세 번 정도 수 을 한다 문화행사는 한 번도 못 봤다. .

동 문 거주 남성(17) 60

배오개 다리와 청계광장을 걷고 있다 직장이 없이 운동하러 청계천에 매일 나오.

고 있고 헬스도 매일한다 공기가 좋고 산소가 많아서 운동하기 좋은 것 같다 문화. .

행사를 하는 경우 그냥 지나친다

방배동 거주 남성(18) 30

배오개다리 청계광장 왕복중이다 삼성화재에 근무하는데 저녁시간에 운동하러- .

청계천에 나온다 다른 운동은 하는 것이 없고 청계천에 매일 나오는 것으로 신하.

고 있다 청계천이 생겨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음악도 나오니 좋다. .

답십리 거주 남성(19) 50

청계광장에서 배오개다리까지 왕복하고 있다 직장이 종로에 있는데 퇴근길에 청.

계천을 자주 이용한다 다른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달리기를 한다 청계천을 걸으. .

면 상쾌하다 가끔 행사들을 본다. .

서초동 거주 남성(20) 30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까지 왕복한다 퇴근이 빠를 때는 걸어서 동 문까지 가서.

버스를 탄다 야구 농구 등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찍 퇴근할 때만 한다 강북에도. , .

이런 곳이 있어서 좋다 화장실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행사는 그냥 지나친다. . .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청계천은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바삐 지나치기 때.

문에 인터뷰가 쉽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은 인터뷰에 잘 응해주지 않아서 많은 결과,

를 얻지 못했다 단답형으로 짤막하게 답하고 사라지는 바쁘게 운동하는 사람들. ,

저녁시간에도 운동하고 야근하는 직장인들에서부터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여유 있는

직장인들 은퇴 후에 건강관리를 하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청계천을 운동,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가족 나들이형○

청계천은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환 받았다 손주들과 함께 나온 할아버지 할머.

니부터 유모차를 끌고나온 젊은 여성 등 가족들이 조용하게 거닐기에 좋은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듯했다 가족나들이를 나온 방문객을 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물.

어보았다 청계천 산책로로 이용패턴 일부러 나들이 장소로 청계천을 택했는지 겸사. ,

로 들른 곳인지 가족나들이 장소로서 청계천에 해 나들이하며 유심히 보는 것들, ,

은 무엇인지 재방문의사가 있는 지를 간략하게 물어보았다, .

어린 자녀 한명과 함께 온 젊은 부부 응답자 남 세 직장인(1) ( ; , 32 , )

인터뷰 장소 청계광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거주하는데 회사가 근처라 자가용을 이용하고 그곳에 주,

차해 두었다 잠시 머무는 것이라 청계광장 주변만 둘러볼 예정이다 애기 첫 돌을. .

맞아 저녁식사를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시간이 남아 청계광

장에 나와 쉬고 있었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올 경우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계천에는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가 청계광장에서도 한쪽에만 설,

치되어 있어 불편하다 천변 통행로 중간중간 있는 넓은 터에 아기와 엄마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저귀를. ,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청계광장의 조형물이나 복원된.

다리들을 유심히 보는 편이다 다시 오고 싶다. .



초등학생 자녀 두명 여 과 함께 온 세 주부 인터뷰 장소 모전교(2) ( ) 40 / :

부천시 역곡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철을 타고 왔다 청계광장부터 광교까지 걸.

어가는 중이다 시청 근처의 성공회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시간이 남아 교보문고.

와 청계천에 들 다 기 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도심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걸 본.

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여유와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물가 주.

변에 걸터앉아 가까이 지켜보는 것이 좋다 불편한 점은 별로 없고 복원된 느낌이 나.

는 다리 위주로 관람하고 있다 주말마다 성당에 오기 때문에 언제든 재방문할 의사.

가 있으나 청계천만을 목적으로 올 생각은 별로 없다.

중년부부 남 세 직장인 인터뷰 장소 광교(3) ( , 51 ) :

서울시 중랑구 거주하고 있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왔다 다른 곳에 들 다.

방금 도착하여 광교부근에 앉아 쉬고 있는 중이다 하류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집. .

으로 가는 교통편이 하류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발길 닿는데 까지 이동하려고 한

다 부인과 함께 남산에 갔다가 들 는데 오늘이 첫 방문이다 와보니 생각보다 깨끗. .

하고 좋다 자녀들과 함께 온 적이 없는데 함께 오면 좋을 것 같다 최근 보도되는. .

녹조류 문제가 심각해 보이기도 한다 자연경관 위주로 보고 있으며 눈에 특별히 들.

어오는 조형물은 없는 것 같다 기 보다 좋아서 자녀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 .

한 자녀와 함께 온 젊은 부부 응답자 세 남 직장인 인터뷰 장소 관수(4) ( :36 , ) / :

교

서울시 구로구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철을 타고 왔다 관수교 쪽에서 시작하여 청.

계광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청계천을 보기 위해 나왔는데 유모차가 이동하기에 길. ,

이 너무 울퉁불퉁 하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도 청계광장 쪽에만 있어 불편하.

다 녹조류가 심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깨끗해서 좋다 조경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

산책하기에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주변에서 열리는 행사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자연. .

경관 위주로 관람하고 있는데 천변에 우거진 풀이랑 꽃들이 보기 좋다 다시 오고 싶.

다.

아기와 함께 온 젊은 주부 세 인터뷰 장소 삼일교(5) (29 )/ :

서울시 종로구 거주하고 있으며 삼일교에서 잠시 머물다 청계광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인사동에 들 다 오는 길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로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



청계천에 가끔 나오는 편인데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보다 썩 훌륭하다고 보, .

진 않지만 도심 속에서 쭉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생겼다는 것이 의미 있고 이를 통,

해 간접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다 흐르는 물과 식물들을 주로 관람한다 애. .

기 때문에 벽화는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다시 올 의향도 있다. .

노부부와 아들부부 응답자 세 남 직장인 인터뷰 장소 장통교(6) , :39 , / :

부모님은 수유리 거주하고 우리내외는 인천 거주하고 있다 청계광장부터 세운상.

가 근처까지 이동할 계획이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청계천을 보기 위.

해 나왔다 주차는 회사가 근처라 그곳에 했다 다리 밑에 아이들이 도장 받을 수 있. .

는 이벤트 있어서 좋다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러. .

나 부모님이 앉아서 쉴 공간이 부족하다 바위에 앉기에는 노인 분들에게 좋지 않다. .

나무의자가 곳곳에 더 많이 배치되었으면 한다 정조반차도와 복원된 다리 위주가 볼.

만한 것 같다 시간이 있다면 자주 나오고 싶다. .

중년부부 응답자 세 여 주부 인터뷰 장소 수표교(7) / :59 , / :

송파구 잠실 거주하고 있다 청계광장부터 수표교 까지 걸어가는 중이다 프레스. .

센터에 결혼식이 있어 왔다가 들 으며 덕수궁 근처에서부터 걸어왔다 가족들이 주, .

말에 함께 나들이하기에 좋은 것 같다 명동이나 근처 시가지에 들 다가 오기에도.

좋다 불편한 점은 딱히 없으나 휴지통과 화장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길가에 꽃. .

등 조경 위주로 보고 있으며 물 흐르는 것을 보는 것도 좋다 집에서 버스로 동 문.

운동장에서 내리면 접근하기가 좋다 다시 오고 싶다. .

노부부와 동행한 딸 응답자 중반여 직장인 인터뷰 장소 관수교8) / : 20 ,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거주하고 있다 청계광장부터 시작해서 명동 쪽으로 이동.

할 계획이다 청계천을 보러 나왔는데 앉아서 쉴 곳이 부족하다 나이 드신 분들이. .

돌 위에 앉기는 힘들고 차서 좋지 않다 그리고 볼거리나 행사가 좀더 많았으면 한.

다 지방에서 청계천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행사가 없는 것이 실망의 요인이.

될 듯 하다 야경은 좋다 그리고 청계광장의 폭포와 레이져 분수도 볼 만하다 집에. . .

서는 버스로 한번에 올 수 있어서 행사가 있다면 가족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

중년 부부 인터뷰 상자 남 세 직장인 인터뷰 장소 장통교(9) / : , 53 , / :



고양시 일산 거주하고 있다 일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에서 내려 걸어 왔으.

며 청계광장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다 남산한옥 마을에 들 다가 도보로 방문했.

다 물 흐르는 것과 벽화가 좋고 딱히 불편한 점은 없다 가족단위로 나오기에도 좋. .

고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잠시 탈피하기에도 좋은 것 같다 자연 경관을 주로 보게 된.

다 다시 오고 싶다. .

아들가족과 나온 노 부부 응답자 세 여 주부 인터뷰 장소 광통교(10) / :70 , / :

우리는 구거주하고 있으며 아들가족은 송파구 잠실 거주하고 있다 청계광장에.

서 시작하여 하류 쪽으로 쭉 둘러볼 예정이다 아들내외 집에 방문하려고 상경하여.

놀이공원에 들 다가 구경나왔다 처음 나왔는데 아직 불편한 점은 크게 없고 도심에.

서 물 흐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할 공간이 있어서 좋다 자연경관, .

위주로 관람하고 있다 서울에 올 때마다 시간이 된다면 다시 오고 싶다. .

데이트형○

청계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일 것이다 조용하고 한적하게 걸을 수.

있으면서도 저녁시간 멋진 야경으로 단장되는 청계천은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에게

좋은 장소로 소문이 났다 청계천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쌍을 상으로 청계천. 10

외 다른 곳에 들러서 무엇을 했는지 자주 오는지 선호하는 장소가 있는지 문화행사, , ,

에 한 생각들은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물어보았다.

중곡동 거주 남 인천 거주 여(1) /

종로 가에서 만나서 도보로 청계천에 왔다 화관에 온 겸해서 청계천에도 들3 .

다 화관 외에는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점에 들를 예정이다 청계천에는 자주 오. .

지는 않고 분기별로 한번 뭐 년에 번 정도 오는 것 같다 도심 속에서 느낄 수, ? 1 4 .

있는 자연공간이 좋고 자연생태 환경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도심 속, ,

에 위치하여 주변 다른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것도 청계천을 찾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주로 이용하는 곳은 청계 광장 주변 및 다리 밑이나 벤치 등 앉아 있을 수 있.

는 곳이 좋다 문화행사나 공연을 본 적은 없다 문화행사에 특별히 관심은 없다 청. . .

계천에 왔을 때 공연 중이면 볼 의향은 있지만 특별히 공연을 보러오지는 않을 것

같다 동 문 이후 오간수교 이후 서울숲 방향 로는 청계천에 지저분한 것 같다 개. ( ) .



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의정부거주 남 안성 거주 여(2) /

종각에서 만나서 도보로 청계천에 왔다 오기 전에 쇼핑도 하고 화관람도 했으. ,

며 잠시 쉬러 청계천에 들 다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주변에 왔다가 잠시, . ,

쉬러 오는 경우가 많다 휴식하기에 좋은 것 같다 분수 옆이나 다리 밑 등 앉아서. .

쉴 수 있는 곳을 자주 이용하 고 공연 관람 경험은 없지만 클래식 공연을 하면 좋

을 것 같다 청계천의 분위기와 잘 어울릴 것 같다. .

강릉 거주 남 목동 거주 여(3) /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커플이다 목동에서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청계천에 도착했다 청계천을 보러 왔는데 주변 커피숍에 잠시 들 다가 왔.

다 이후에 어디에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청계천에는 처음 왔는데 도심 속에서. . ,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주변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 특별히 자.

주 가는 곳은 없고 물가 주변 계단에 계속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좋은 것 같다 공연 행사 참여 경험은 없다 청계천에서 코스프레. , .

코스튬 플레이 만화나 게임의 주인공을 모방하는 것 등을 하면 재미( ;costume play )

있을 것 같다.

연신내 거주 남 왕십리 거주 여(4) /

종로 가에서 만나 걸어서 청계천에 왔는데 청계천을 보기 위해 왔으며 이후에3 , ,

카페에 들를 예정이다 청계천에는 한 달에 회 정도 오는데 도심 속에서 자연환. 1, 2 ,

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좋다 주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분이지만 특정 장.

소를 꼽으라면 터널분수 가 인상적이었다‘ ’ .

문화공연으로는 석고마임을 보았다 이와 비슷한 종류 마임 공연 혹은 행위 예술. ,

공연에 관심이 있는데 산책로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노래공연도 좋았다 청계천에, .

한 전체적인 인상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이다.

성북동 거주 남 평창동 거주 여(5) /

정동길에서 만나서 삼일교까지 걸어서 왔다 화 관람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잠. ,



시 바람 쐬기 위해 청계천에 들 다 한 달에 번 정도 청계천에 오는데 자연환경이. 1 ,

좋고 도심과 가까워서 자주 오는 편이다 앉는 곳 어디든지 좋다 문화행사에 참. ‘ ’ .

가한 경험은 없으며 공연을 한다면 편안한 음악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

락 등 시끄러운 음악은 별로이다.

인천 거주 남 여(6) /

인천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왔다 창덕궁을 보러왔다가 청계천에도 잠시 들 는.

데 조금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점에 들를 예정이다 한 달에 번 정도 청계천, . 1, 2

에 오는데 매일 보는 도시적인 경관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점이 좋다.

특별히 좋아 하는 장소는 없으며 거의 항상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야기,

를 나눈다 가끔은 다리를 구경하기도 한다 오늘 공연한 석고마임 봤고 그 외에는. .

본 적이 없다 특별히 좋아하는 공연도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다. .

분당 거주 커플(7)

서울에 업무 차 왔다가 청계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청계 광장에서 만났,

다 오랜만에 청계천을 보고 싶어서 왔으며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점에 잠시 들 다. , .

청계천에는 달에 번 정도 방문하며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경관 물이 있고 자1 1 ( ,

연환경 이 좋아서 찾는다 자주 가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곳은 없으며 산책로 주변에) . ,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공연을 보거나 문화행사에 참가한 적은 없지만 분. ,

위기에 어울리는 클래식음악 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부천 거주 커플(8)

자가용을 이용해 왔다 학로에 연극을 보러 왔는데 서울에 온 김에 청계천에도. ,

잠시 들 다 청계천에는 자주 오지 않으며 어쩌다 한번 온다 도심과 가까워 다른. , .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별한 곳 보다는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좋고 공연 관람 경험은 없으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연극은 공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연극 공연을 한다 해도 연극을. ,

보기 위해 청계천을 방문할 것 같지는 않다.

둔촌동 거주 남 제기동 거주 여(9) /



종로 가에서 만나서 걸어서 청계천에 왔다 청계천을 보기 위해 일부러 왔으며3 .

후에 음식점에 들를 계획이다 한 달에 번 정도 청계천에 방문하며 도심에 있어서. 1

지나가는 길에 자주 들르는 편이다 물가에 앉아 이야기 하는 게 부분이고 공연을.

관람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적은 없으나 여자는 공연 남자는 중가요 가, ( ) Rock , ( )

수 초청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광장에서 화 상 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

다.

파주 근무 남 군인 구 거주 여(10) ( )/

서울역에서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들 다가 청계천까지 왔다 명동에서.

만나서 윈도쇼핑을 했으며 후에는 음식점에 들를 예정인데 청계천을 보러 일부러 왔,

다 이전에 한번 청계천을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둘이 함께 온 것은 처음이다 여자. . (

는 청계천에 처음 와보았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호기심이 생겼으며 주변 사람들) . ,

로부터 야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며 또한 연인들끼리 산책하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조명이 예쁜 곳에서 산책하는 게, .

좋은 것 같다 공연을 본 경험은 없지만 마술이나 마임 공연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

다 그런데 물이 깨끗하지 않아보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바닥에 앉아 있. .

는데 바닥이 많이 차다 조명과 잘 어울리는 벤치나 의자를 충분히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천변 구경꾼형○

청계천에는 천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다 천변에서 구경하.

는 사람들을 상으로 청계천에 자주 방문하는 지 체류시간은 어떠한지와 산책로로,

진입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을 주로 보는 지 등을 물어보았다, .

강동구 명일동 거주 여(1) (30 )

지하철을 통해 광화문에서 왔다 번 째 왔는데 시간 안되게 있다가 간다 산. 2 1 .

책로로 내려가는 곳을 못 찾고 있어서 여기에 있다 분수 와 물 등을 본다 아래로. .

내려가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게 아쉽다.

마포거주 여성(2) 50



원 거주지는 아르헨티나로 교포이다 마포에서 지하철 타고 광화문에서 내려서.

왔다 처음 와봤는데 한 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내려가는 곳을 못찾고있어서 천. .

변에서 구경중이다 청계광장 조형물과 청계천 전반을 구경하고 있다 화잘실 이용이. .

불편하다.

불광동 거주민(3)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서 걸어왔다 처음 왔으며 시간 정도 머무는 중이다 내. 1 .

려가기 귀찮아서 있으며 특별한 것 없고 잘 모르겠다.

마포 거주민(4)

지하철타고 종각에서 걸어왔다 세 번 정도 왔는데 보통 시간 정도 있다가 간. 1

다 밑엔 사람이 많고 가끔 정신이상자가 보이기도 해서 내려가지 않는다 가로수와. .

주변 건물경관들을 주로 구경하고 있으며 청계천이 조금 더 도시민에게 편안함을 주,

는 생태지향적인 하천이 되었으면 한다.

부산 거주민(5)

지하철로 종각까지 와서 걸어 왔다 처음 왔는데 두 시간 정도 있었다 있다 내려. .

갈 예정이고 조경이나 야경 등이 멋진 것 같다 개선점은 잘 모르겠다, . .

수원 거주민(6)

버스로 명동에 왔다가 청계천에 들 다 한달에 두 세 번 쯤 분에서 한 시간. , 30

정도 둘러보고 가는 편이다 밑은 복잡해서 잘 내려가지 않는다 시원스러운 폭포를. .

주로 보는데 천주변 식생이 깔끔히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성북구 거주민(7)

석관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에 내려서 왔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두 시간 정도 있었다 밑은 복잡해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 .

월계동 거주민(8)

지하철로 종각역에 내려서 왔다 한달에 한 번 정도 오는 편이며 분 정도 머물. 30



다 간다 위에 있어야 잘 보이고 밑은 복잡해서 내려가지 않게 된다. .

안양거주(9)

자가용을 타고 와서 기업은행에 세워 두었다 처음 왔으며 한 시간 정도 머물.

는데 특별한 산책로로 내려가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조형물과 공연 퍼포먼스가.

재미나서 주로 보고 있다.

일산 거주(10)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서 왔다 한달에 한 번 정도 오며 한 시간 정도 머문다. .

내려가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위에서 공연 등을 보는 것이 좋다 공연계획 등.

이 좀더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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