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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을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의 메타데이터 및 연관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덕수궁 돌담길은 ‘문화’ 분야의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요리_여행’, ‘전시_공연’ 관

련 뉴스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높은 비율로 보도되었다. 또한 보행친화도로로서의 ‘걷고 싶은 거리’, 문화와 예술적 장소이자 

대상으로서 ‘문화와 예술의 거리’, 역사 문화적 장소인 ‘역사적 거리’로서 시기별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이슈들과 함께 보

도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언론을 통해 형성되고 재현되고 있는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 해석을 시도했으며, 장기시계열적 

뉴스데이터인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성적 해석으로서 보도

량이 많은 분야나 이슈 외에도 보다 미시적이지만 이 장소 중요한 의미의 발굴과 해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Based on the metadata of BIGkids, a news big data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news coverage by the major 
fields and topics related to Deoksugung Doldam-gil in mass media. In addition, we tried to interpret the space discourse of 
Deoksugung Doldam-gil which has been formed in contemporary period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related to BIGKinds, the 
contents of related reports and contex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verage of Deoksugung Doldam-gil was mostly reported 
in the field of 'Culture', and the news related to 'Cooking_Travel', 'Exhibition_Performance' and 'Broadcasting Entertainment.' 
Deoksugung Doldam-gil was categorized as the pedestrian freindly street, the cultural and artistic street, and the historical street, 
and interpreted the spatial discourse with related new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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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 역사학계나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대한제국, 또는 

근대 한국을 재조명하며 개항기를 거쳐 근대문물을 접하게 되

는 풍속사와 미시사 연구 및 근대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등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다양한 도시분야의 학문의 관심은 근

대사와 근대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간적 해석과 활용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을 위시한 여러 도시들은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도시재생전략과 계획들도 이를 반영한다 하겠다. 
서울 중구의 정동(貞洞) 역시 대한제국 이후의 근대 역사와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정동야행처럼 근대 생활사의 재

현같은 문화행사와 역사도시재생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

로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동의 덕수궁 돌담길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추억 속에 

이별과 낭만의 장소였으며 서울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으

로 인식된다. 이 길의 공식적인 행정명은 덕수궁의 대한문 진입

부에서 월곡문 로터리까지 덕수궁길 구간과 이후 정동사거리

까지 정동길이지만, 본고에서는 두 이름을 병기하는 대신 언론 

보도에서 정동길만큼 자주 등장하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덕

수궁 돌담길로 지칭하고자 한다. 덕수궁의 돌담을 따라 형성된 

이 길은 1900년 초 근대화 시기에 서양 공관과 서구의 근대 교

육, 종교시설이 정동에 집중되었던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거리이

다. 따라서 이 지역에 관련된 기존 연구는 정동 일대의 역사문

화적 관점의 의미, 변화상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비교

적 현대에 축적된 이별의 길이나1),  ‘걷고 싶은 거리’로서의 의

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광복 후 한국전쟁, 군사정

부와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대

대적 파괴와 건설이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와

중에도 덕수궁 돌담길은 도심 속 시민의 쉼터이자 걷고 싶은 거

리로 남아 있다. 특유의 정취와 문화적 의미가 과거의 옛 노래

가 아닌 현재에도 남아있는 거리로서 본고에서는 뉴스 빅데이

터를 통해 현대시기에 형성된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을 해

석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2-1 뉴스를 통한 도시 공간의 해석 연구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공간의 재현과 담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 공간의 정체성이나 담론 해석을 

언론 보도의 분석으로 시도한 연구는 도시 계획이나 정책부터 

특정 개발 사업이나 장소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다.
특정 사업에 관한 연구로는 청계천 복원이나 서울역 고가도

로 공원화 사업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도시 개발사

1) 연인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길에 관련된 유명한 속설이다. “덕수궁 돌담길 걷고 실연

해 보셨나요”, 서울신문(2004. 5. 11).

업에 미디어 담론 변화 해석한 연구 등이 있다[1]. 또한 ‘이태

원’이나 ‘강남’ 등 특정한 장소에 대해 도시 이미지 형성과 언론 

보도 간의 관계를 해석을 시도하거나[2], 용산참사나 노점상처

럼 도시 개발의 사회적 갈등을 주제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형성

된 담론을 해석하고자 하기도 하였다[3]. 기존의 대부분 연구가 

범위 및 방법적 한계로 인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된 특정 시기

나 언론사에 국한하여 표본으로 적합한 기사를 연구자의 판단

에 따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언론진흥

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
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로서, 1990년도부터 약 4000천만건의 뉴스콘

텐츠를 빅데이터화 하여 연관어 분석 등 다양한 분석과 함께 메

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미디어 속 도시 공간 담론 해석에 

관한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14]. 뉴스 빅데이터 연구는 

장기 시계열적인 뉴스 데이터와 표본 추출 및 해석의 편향성의 

개선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뉴스 빅데이터를 활

용한 연구는 빅카인즈 서비스의 시작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최근 장기 시계열 내용분석을 위한 

뉴스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나[4], 서울의 다문화 공간인 외국

인 마을에 대한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5].

2-2 덕수궁 돌담길 관련 연구 

덕수궁 돌담길은 관련된 연구는 기능적 평가와 정량적 해석,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도시 가로이자 보행친화도로 

또는 역사문화 특화가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와 해석, 디자

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후 평가(P.O.E)나 보행

자의 가로 이미지에 의한 경관 특성 평가, 패턴언어를 통한 공

간 분석 등의 연구로서 주로 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 및 해석

이 주를 이룬다[6].
보다 깊은 해석적 연구는 주로 역사문화적 관점의 연구로서 

일제 강점기 전후 정동 지역의 변천사나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

한 연구, 역사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복원 및 보존, 활용 등에 관

한 연구가 있다. 사진이나 문학에서 재현된 근대 시기 경성과 

정동의 모습을 통해 이 길을 해석하려는 연구도 이러한 접근으

로 볼 수 있다[7], [8], [9].

2-3 선행 연구의 종합 고찰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근대 역사

와 문화유산과를 주제로 하여 현대의 문화경관과 사회적 담론

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 빅

데이터를 통해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덕수궁 돌담길

의 장소 담론을 해석한다. 빅데이터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

로 문화적 영역의 범주화, 맥락의 이해를 통해 정성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기존의 뉴스 빅데이터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의미상

의 범주화와 깊은 해석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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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뉴스 빅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뉴스 빅데이터의 수집은 빅카인즈에서 정동길, 덕수궁길이

나 덕수궁 돌담길을 뉴스의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하는 형태소 

검색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1966년 3월 4일 기사

를 시작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총 3,091건이 검색되었다.2) 
본 연구의 데이터는 크게 보도 경향의 파악을 위한 기술통계

용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와 장소 담론의 해석의 키워드 데이터

이다. 
기술통계용 데이터는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3)에

서 검색 의도와 달리 형태소의 일치로 포함된 데이터를 삭제하

였다. 검색된 총 3,091 건의 뉴스 중 인명 ‘정동길’이 포함된 데

이터들을 삭제하기 위해 Excell에서 뉴스 기고자 셀과 및 뉴스  

제목 셀 중 ‘인사’, ‘동정’, ‘부음’ 등으로 검색하여 관련 없는 기

사 데이터를 삭제하고 2,838건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통계 데이

터로 활용하였다. 자매지를 갖고 있는 언론사나(경향신문과 레

이디경향 등) 오프라인 언론사의 보도가 인터넷 뉴스로 제공되

는 등 제목 및 언론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의 뉴스 데이터는 

빅데이터로서 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도

별 보도 건수와 빅카인즈의 연도별 색인기사 건수에 대한 비율

은 각각 표 1, 그림 1이다. 

period year freq. period year freq.

per1
(7)

1966 1

per4
(335)

2003 41

1967 1 2004 73

1987 1 2005 89

1990 2 2006 52

1991 1 2007 80

1992 1

per5
(903)

2008 160

per2
(28)

1993 - 2009 215

1994 5 2010 164

1995 6 2011 167

1996 10 2012 197

1997 7

per6
(1,378)

2013 233

per3
(187)

1998 18 2014 245

1999 36 2015 393

2000 29 2016 401

2001 36 2017 106

2002 68 total 2,838

표 1. 덕수궁 돌담길에 관한 연도별 보도 건수

Table 1. Frequency of articles about per year

2) 검색 기준일자는 2017년 7월 20일이며, 중앙지는 8종 언론

사의 1,872건, 경제전문지는 5종 792건, 지상파 방송사는 3개사 

136건, 지역종합지가 25종 291건이다. 

3) 메타데이터에는 뉴스식별번호, 일자, 제목, 언론사, 뉴스 기고

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3단계의 통합분류 정보, 인물, 기관, 장

소, 키워드와 특성추출 어휘, 그리고 뉴스 내용을 일부가 포함되

어 있다. 

그림 1. 빅카인즈의 연도별 색인기사 건수에 대한 덕수궁 돌담길 보도 

연도별 보도 건수의 비율

Fig. 1. Ratio of Deoksugung Doldam-gil articles‘ frequency per 
BIGKinds index articles per year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을 해석하

기 위해 빅카인즈상의 연관어 분석 결과를  덕수궁 돌담길과 관

련된 주요 키워드로 간주하고 문화적 영역으로 범주화 하는 한

편, 해당 키워드에 대한 실제 보도를 메타데이터나 실제 보도 

내용에서 확인하고 관련 문헌 등도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각 

데이터는 보도 경향과 담론의 형성 및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데이터는 2017년부터 5년 단위로 나누어 총 6개 기간으로 

나누어 각 시기별 데이터 및 추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기술통계를 통한 보도 경향 분석

덕수궁 돌담길과 관련된 보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도 

분야와 세부 주제를 기간별로 분석하였다. 덕수궁 돌담길과 관

련된 보도의 분야와 상세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이 거리가 언론 

속에서 재현, 소비되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장소 담론의 해석

에 큰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메타데이터 상의 ‘통합분류 1’을 대분류와 상세 

분류4)로 분리하여 각각 보도 분야와 세부 주제의 데이터로 분

석하였다. 상세 분류 정보가 없는 셀은 대분류의 일반 주제로 

처리하였다. 또한 기간별 보도 비율 추이를 교차분석하였다.  

3-3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 해석

공간 담론의 해석을 위한 주요 키워드는 빅카인즈의 시각화 

분석 중 하나인 연관어 분석 데이터를 공간의 장소 담론을 설명

할 수 있는 각각의 문화적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각 연관어가 

등장하는 원본 기사 및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헌

을  통해 실제 보도의 맥락을 해석함으로써 이것이 덕수궁 돌담

길이라는 장소에 대한 담론의 해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기간과 각 시기별로 연관어의 추이 및 당시의 보

도 맥락과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영역의 담론의 형성과정 

및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다중적 속성을 가진 연관어

는 중복 분류하였으며, 담론 해석 과정에서 해당 범주에 따라 

그 의미를 각각 기술하였다. 

4) 빅카인즈의 뉴스 빅데이터는 8개 대분류(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_과학)와 93개 상세 분류 정보를 

통합분류 1~ 3까지 3단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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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고찰

4-1  덕수궁 돌담길 보도 경향 분석

1) 덕수궁 돌담길의 분야별 보도량과 추이

보도 분야와 기간의 교차분석결과 χ²=148.497, p=.000으로 

나타나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수궁 돌담길의 보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 분야의 뉴스로서, 기간에 따라 55.9%~74.3%를 차지하

며, 전체 기간의 뉴스에서도  60%를 차지하는 등 나머지 7개 분

야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 분야의 뉴스이나 전체 기간 뉴스에서의 

비중은 13.2%이고, ‘경제’, ‘국제’, ‘정치’, ‘지역’, ‘IT_science’, 
‘스포츠’ 순으로 나타났다. 덕수궁 돌담길의 보도 분야의 기간

별 건수 및 비율은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5년 단위의 시기별 보

도 분야 역시 ‘문화’ 분야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기간에 나타나고 있어 언론 속에서 덕수궁 돌담길이 

문화와 관련된 재현, 소비되는 장소라는 현상은 일관된 경향으

로 파악된다. 
 기간 5와 6의 ‘문화’와 ‘사회’분야의 보도량 증감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해당 기간의 여행이나 전시, 공연 등을 다루

는 ‘문화’분야 보도는 줄어든만큼 노동, 사건 등의 주제를 다루

는 ‘사회’ 분야 보도가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최근 덕수궁 돌담

길은 문화예술관련 보도 외의 덕수궁 돌담길의 양끝단에 위치

한 대한문과 민주노총 당사를 중심으로 시위 등 사회적인 사건

에 대한 보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5)

per 1 per 2 per 3 per 4 per 5 per 6 whole

culture
4

(57.1)
16

(57.1)
139

(74.3)
242

(72.2)
533
(59)

770
(55.9)

1,704
(60)

social
1

(14.3)
2

(7.1)
10

(5.3)
11

(3.3)
134

(14.8)
218

(15.8)
376

(13.2)

economy - -
5

(2.7)
12

(3.6)
38

(4.2)
77

(5.6)
132
(4.7)

inter
-national

-
2

(7.1)
10

(5.3)
10
(3)

27
(3)

82
(6)

131
(4.6)

politics -
2

(7.1)
-

1
(0.3)

32
(3.5)

56
(4.1)

91
(3.2)

local
1

(14.3)
2

(7.1)
4

(2.1)
16

(4.8)
28

(3.1)
26

(1.9)
77

(2.7)

IT_science - - -
1

(0.3)
16

(1.8)
15

(1.1)
32

(1.1)

sports - - - -
11

(1.2)
1

(0.1)
12

(0.4)
un

-classified
1

(14.3)
4

(14.3)
19

(10.2)
42

(12.5)
84

(9.3)
133
(9.7)

283
(10)

표 2. 덕수궁 돌담길의 보도 분야의 기간별 건수 및 비율

Table 2. Frequency & ratio of field of news 

5) “[촛불시위에 '포위된 경찰'] 온라인서 뭇매 맞고  시위현

장서 기약없는 '밤샘'”, 한국경제(2008. 6. 4) / “[盧 전대통령 

서거]대한문 앞 분향소, 끝없는 조문객 행렬”, 경향신문(2009. 

5. 24) / “경찰, 민노총 첫 강제 진입 '초강수' 향후 파장은?”

, 세계일보(2013. 12. 23.) / “광화문 촛불집회, 사상 최대 

100만이 모였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 서울신문

(2016. 11. 12.).

그림 2. 덕수궁 돌담길의 보도 분야의 기간별 비율

Fig.2. Ratio of field of news big data

2) 덕수궁 돌담길의 주제별 보도량과  추이 

앞서 가장 많은 보도량으로 분석된 ‘문화’ 분야 뉴스의 세부 

주제별 보도량과 기간의 교차분석결과 χ²=87.747, p=.000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문화’ 분야 뉴스는 메타데이터에서 

총 11개의 상세 분류로 구성된다.6) 
전체 기간에서 ‘요리_여행’(28%) 뉴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다음 ‘전시_공연’(13.9%), ‘방송_연예’(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도 비율의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요리_여행’은 항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는데, 서울 시민에게 가까운 도심의 여행지로서 도보관광, 산
책, 데이트 코스나 역사문화 탐방의 거리로서 소개되고 있다. 

덕수궁 돌담길의 보도 세부 주제의 기간별 건수 및 비율은 

다음 표 3 및 그림 3과 같다. 

per2 per3 per4 per5 per6 whole

cooking
_travel

37.5 28.8 27.3 26.8 28.7 28

exhibition
_performance

18.8 13.7 20.2 13.7 12.1 13.9

broadcast  
_entertainment

6.3 3.6 7 8.3 13.2 9.9

art
_architecture

6.3 18.7 12 9.6 6.8 9.4

music - 7.2 8.7 10.5 9.1 9.2

culture
_general

18.8 6.5 5.4 9.6 9.5 8.8

publishing 6.3 11.5 6.2 8.8 6.8 7.7

academic
_cultural property

- 5 5.4 6.0 7.0 6.2

life - 4.3 3.7 4.9 4.4 4.4

religion 6.3 0.7 0.8 1.1 1.8 1.4

movie - - 3.3 0.8 0.6 1

표 3. 덕수궁 돌담길의 보도 세부 주제의 기간별 건수 및 비율

Table 3. Frequency & ratio of topic of news  

6) 요리_여행, 전시_공연, 방송_연예, 미술_건축, 음악

문화 일반, 출판, 학술_문화재, 생활, 종교,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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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덕수궁 돌담길의 보도 세부 주제의 기간별 비율

Fig.3. Ratio of field of news

4-2 덕수궁 돌담길 장소 담론 해석

1) 덕수궁 돌담길의 명칭과 주요 장소

대한문에서 공식 행정명은 정동길과 덕수궁길이지만, 덕수

궁 돌담길 또한 일반적으로 널리 불려지는 이름이다. 메타데이

터(2,838건) 상에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정동길과 덕수궁 돌담

길이 각각 3,626회와 3,526회로 비등했으며, ‘덕수궁길’ 1,156
회 등장하였다.7) ‘덕수궁길’ 이 행정명이기도 하지만 ‘덕수궁 

돌담길’의 줄임말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덕수

궁 및 덕수궁 돌담이 이 길의 공간적 인식에 주는 영향을 짐작

할 수 있다. 덕수궁 돌담길 내의 주요 장소로서 ‘대한문’과 ‘경
향신문사’, ‘분수대’가 덕수궁 돌담길의 중요한 연관어로 나타

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정보 전달 기능의 특성상 덕수궁 돌

담길의 위치 정보가 위의 장소들로 기술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 덕수궁 돌담길의 ‘분수대’(2017년 6월 정동길 쪽에서 촬영)
Fig.4. ‘fountain’ in Deoksugung Doldam-gil(the view from 

Jeongdong-gil, 2017. 6)

7) 전체 뉴스의 메타데이터 3901건 중 인명 ‘정동길’과 관련

된 뉴스는 제외하기 위해서 2,838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덕수궁 돌담길’은 ‘덕수궁돌담길’, ‘덕수궁_돌담길’, ‘돌담길’

을 포함하였고, ‘덕수궁길’은 ‘덕수궁 길’, ‘덕수궁_길’을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장소는 덕수궁 돌담길의 전체 구간이 각각 이 길의 

양 끝이자, 구간을 나누는 표지이기도 하지만, 각 구간별 공간

적 특성이 다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한문’~‘분수

대’는 덕수궁 돌담을 따라 걷는 구간이라면, ‘분수대’~‘경향신

문사’(정동 사거리)는 까페 및 식당 등의 상업시설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수대’ 근처는 ‘보행전용거리’ 운영시간대에 일종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기업의 판촉행사나 

공공 캠페인의 활동 등도 빈번했다. 
이와 더불어 ‘정동교회’, ‘정동극장’, ‘미술관’ 등도 전체 기

간에서 주요 연관어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2) 걷고 싶은 거리

덕수궁 돌담길은 ‘걷고 싶은 거리’이자 한국의 ‘아름다운 길’
로 유명하지만, 이 길이 시민들의 가까운 곁으로 돌아온 것은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다.
1997년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

며, 이후 1999년에는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되어 국내 도시계

획사에서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를 위한 도시계획의 효시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길은 기존의 2차선 도로를 1차선 일방

통행도로로 줄이고 선형을 곡선으로 하여 차량 통행량과 속도

는 줄이고 보행자 도로는 넓혔다[13]. 
기간 2에 등장한 ‘보행자 중심 녹화거리’와 함께 등장한 ‘차

량통행’, ‘일방통행’, ‘이면도로’ 등은 이 길이 보행친화도로로 

추진과정에서 당시 지역사회의 반발과 사업의 쟁점을 보여준

다.8) 사업 당시의 여러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간 3~6에 

이르는 지난 20여년간 덕수궁 돌담길은 여전히 보행자를 위한  

길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을만큼 걷고 싶은 거리는 이 장소

의 주요 담론임을 알 수 있다.9) 

whole per6 per5

보행로/보행전용거리/
데이트 코스/은행나무

보행로/보행전용거리
/차량 통행/단풍길

은행나무/은행잎
/느티나무

시민들/사람들/연인들
시민들/연인들/
/평일 점심시간

시민들/연인들
/점심시간

per4 per3 per2

데이트코스
/역사벨트/은행나무/은
행잎/느티나무/정동공

원/공공미술

녹화거리/자동차/조명
시설/시청역/고궁길/은

행나무/은행잎

보행자 중심 
녹화거리/차량통행/이
면도로/일방통행/은행

나무

시민들/사람들/연인들 시민들/사람들/연인들
시민들/연인들

/30,40대

표 4.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된 키워드

Table 4. Keyword about pedestrian freindly street

8) “‘「덕수궁길 녹지화」 안된다’/정동제일교회 반대”, 국민

일보(1997. 8. 21) / “덕수궁길 일방통행 내일부터 정반대로 

‘시민불편 묵살’, 경향신문(1998. 6. 22)

9) “대한문 경향신문사 덕수궁길/보행자 중심 「녹화거리」 

조성”, 경향신문(1996. 10. 30) / “덕수궁길 보행자 산책로 

만든다”, 경향신문(199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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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람들’의 길이며, ‘연인들’에게는 ‘데이트 코스’
이다. ‘은행나무’, ‘은행잎’, ‘느티나무’는 덕수궁 돌담길을 ‘단
풍길’로도 지정되도록 했던 이 길의 대표적인 경관으로서, 많
은 포토 기사에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10)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행친화도로로서 이 길의 공간적 기능

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1997년 당시의 설계 의도와 최근 

2013년의 ‘정비’ 결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그림 5. 그림 6 ). 
11) 본래의 설계 의도는 차도와 보도 사이의 턱을 없애 가로를 

광장처럼 느끼게 하는 보차공존도로였다. S형 가로구조와 볼

라드, 사괴석, 험프, 바닥패턴, 식재 등 물리적·심리적으로 차량

이 속도를 늦추게 하는 여러 기법들로써 가로 전체를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13]  
그러나 2013년도의 ‘정비’는 차량 감속을 위해 설치한 사괴

석, 험프, 바닥패턴 등 여러 차량 감속 장치를 제거하고 차량이 

최대한 빨리 편하게 달릴 수 있도록 변경했다. 문제는 사괴석을 

제거하면서 경관만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는 속도를 내게 돼 

감속장치 없는 S자형 가로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 이 ‘정비’의 

그 명분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방문자의 편의’, ‘보행자의 안

전’ 이었다는데 있다. 이것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공

공성이 현대 도시의 많은 장소들이 직면한 자본주의적 또는 행

정편의주의적 도전에 적절히 응전하지 못한 결과다. 
혼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보행자전용도로’로 운영한다는 보도는 보차공존도로에 이미 

익숙해진 시민들과 새로 깔린 아스팔트 위를 달리려는 차량의 

경합이 불러온 촌극이지만 이러한 운영만으로는 미봉책의 해

결이 될 수밖에 없다.12)

많은 연구가 이 길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유산의 가치에 집중

되고 있는 사이 현대의 시민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이자 

보행친화도시의 선도 사례가 되었던 덕수궁 돌담길의 보행자 

중심거리의 보전가치는 이 거리의 문화유산이나 역사보다 위

협받고 있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는 단순히 보행환경의 개선과 

도시계획사적 의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변화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 의미는 걷고 

싶은 거리가 다음에 기술할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서 덕수궁 돌

담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해석하고자 한다. 

10) “'은은한 데이트 코스' 고궁 옆 돌담길 뜬다”, SBS(2013. 

9. 20) / “서울 도심 단풍길 105선 공개 '자박자박' 단풍 데이

트  즐기세요”, 매일경제(2016. 10. 17)

11) “덕수궁길 차량중심 가로정비 유감”, 서울신문(2013. 12. 

2) / “걷고 싶은 길 1호인데...관광버스  위해 좁힌 덕수궁

길”, MBC(2013. 11. 26) / “관광버스에 점령당한 덕수궁 돌

담길...보행자 위협”, SBS(2013. 12. 1)

12) “서울시, 21일~23일 점심시간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시범운영”, MBC(2014. 5. 15) / “혼잡했던 덕수궁길 보행전

용거리 되나? '시민 93.4%  찬성'”, 매일경제(2014. 7. 23)

그림 5. 덕수궁 돌담길의 보차공존도로 설계개념도[13]
Fig.5. Design concept illustration of walker & car co-existing 

street for Deoksugung Doldam-gil[13]

  

그림 6. 보행전용 인도를 걷는 ‘연인들’과 ‘정비’후 현재의 돌담길

Fig.6. ‘lovers’ in Deoksugung Doldam-gil(2017. 7)

3) 문화와 예술의 거리

‘문화’분야 뉴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이 덕수궁 돌담길은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서 많은 보도가 이루

어졌다. 이것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덕수궁 돌담길은 

전시 관람이나 공연 감상처럼 예술과 문화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이자. 동시에 덕수궁 돌담길이 예술작품, 특히 대중문화의 

대상, 즉 중요한 주제나 공간적 배경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뉴스에서 전시와 공연, 축제의 공간으로서 등장하는 전자의 

문화예술의 거리는 다시 ‘정동극장’, ‘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현대미술관)같은 문화예술을 위한 전용시설과 덕수궁 

돌담길자체에서의 축제나 행사 등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시설에서의 공연과 전시에 관한 보도가 전 기간에

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점은‘정동극장’, ‘미술관’이 기간 2
부터 모든 기간에 주요 키워드로 분석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

다.13) 그러나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거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13) “정동극장, `특별 정오의 예술무대'”, 서울경제(1998. 9. 

29) / “노란 정동길, 클래식 물결...정동극장 9일부터 릴레이  

콘서트”, 경향신문(2004. 11. 2) / “정동극장 누적관객 이달 

중 100만 돌파”, 경향신문(2014. 7. 2) / “'5월의 정동 기대

하세요' 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 다음달 개관”, 한겨레

(200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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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나 공연 등이 덕수궁 돌담길이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 이

후 빈번하게 보도되었으며 이는 ‘정동 일대’, ‘야외 전시’와 같

은 키워드로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경향신문사’ 주
최의 ‘정동문화축제’ 이나 2015년 시작된 ‘정동야행’ 역시 덕수

궁 돌담길이라는 거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사를 

말해준다. 14) 정동에서 대법원과 검찰청의 이전 후 서울시립미

술관의 설립으로 덕수궁 돌담길의 문예의 분위기는 더욱 짙어

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걷는 시민이 이제 이 길의 주인

으로 격상되면서 덕수궁 돌담길은 하나의 열린 공연장이자 전

시관으로 거듭났던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문화와 예술

의 범주가 고급의 문화예술 시설의 문턱을 넘어 도시의 거리로, 
심미안의 소수를 위한 고급예술에서 좀 더 많은 시민을 위한 예

술과 문화의 체험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다.15) 또한 차량과 물리

적 개발 일변도의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도시 가로의 문화경관에 등장하는 것은 축제와 야외 

공연 속의 시민만이 아니다. 가장 최근의 시기인 기간 6에서 에

서 ‘금호아시아나’의 ‘LED갤러리’ 운영은 기업이 공공예술이

라는 방식으로 도시의 문화경관과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는 도시의 현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이 예술과 기술

을 결합하고 있는 사례, 즉 미디어 파사드(Media Façade)라는 

‘LED갤러리’는 하나의 거대한 옥외 갤러리이자,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으로 당시의 정치, 사회, 대중문화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에 의해 장르가 탄생하고 있

는 예술의 오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11], [12].16)

한편, 덕수궁 돌담길은 그 자체가 다양한 작품의 주제이자 

공간적 배경이 되기도 했데, 그 중 가장 오랫동안 대중적인 사

랑을 받은 작품은 1988년 발표된 <광화문연가>일 것이다. 이것

이 뉴스 빅데이터 상의 주요 연관어로 나타나는 시기는 기간 5
로서, 이 곡의 작곡가 이영훈이 2008년 2월 작고 후, 같은 해 3
월부터 덕수궁 돌담길에 그를 추모하는 ‘노래비’ 건립에 관한 

뉴스가 많았기 때문이다.17)

14) “덕수궁 돌담길따라 '정동문화축제'로 오세요”, 경향신문

(1999. 10. 22) / “정동문화축제 개막첫날 표정 - 거리 꽉메

운 인파,축제열기”, 경향신문(1999. 10. 29) / “‘덕수궁길, 서

울 정동의 밤이 열린다’ 29~30일  ‘야행축제’ 개최”, 헤럴드

경제(2015. 5. 11)

15) “가을 야외 무료공연/가벼운 지갑 묵직한 감동”, 경향신

문(1998. 10. 23) / “전시장, 벽을 허물다”, 문화일보(2009. 

9. 23) / “17일부터 한달간 정동극장서 무료 야외음악회 열린

다”, 헤럴드경제“(2013. 10. 15) 

16) “금호아시아나그룹 박근혜 대통령 취임 축하 LED 영상 

상영”, 파이낸셜뉴스(2013. 2. 25) / “금호아시아나 본관 외벽

에 월드컵 선전 기원 영상”, 파이낸셜뉴스(2014. 6. 12) / 

“[포토] LED갤러리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한겨레(2015. 

12. 28)

17) “작곡가 고 이영훈 씨 노래비, 정동길에 세운다”, 

SBS(2008. 3. 10) / “故 이영훈 음악회, 명곡의 생명력은 강

했다”, 매일신문(208. 3. 28)

whole per6 per5

정동극장/미술관 정동극장 정동극장/미술관/현대

정동문화축제
/경향신문사

/금호아시아나
/LED갤러리

정동야행/정동 
일대/LED갤러리/

경향신문사

정동문화축제
/경향신문사

소녀시대 윤아/윤아
/Stonewall

소녀시대 윤아/윤아
/Stonewall

이영훈/노래비/광화문/
가로수 그늘

per4 per3 per2

정동극장/미술관
정동극장/미술관
/야외전시/전시회

정동극장/소극장
/음악회

공공미술
정동문화축제

/경향신문사/야외전시
/시청역

-

문화재/SBS 드라마 
프라하/제작진/전도연

- -

표 5. 문화와 예술의 거리에 관련된 키워드

Table 5. Keyword about cultural and artistic street

 

그런데 덕수궁 돌담길이나 정동길이 대중가요에 최초로 등

장한 것은 이보다 앞선  1965년 <덕수궁 돌담길>(가수 진송남)
로서, 이미  2004년에 중구청이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 노래

비와 녹지를 함께 조성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했으나 실

현되지 못했다18). 시기적으로 머지않은 때에 덕수궁 돌담길에 

관련된 ‘노래비’ 건립에 엇갈린 두 대중예술가와 작품의 운명

은 당시 시민들에게 덕수궁 돌담길의 수많은 노래 중 <광화문

연가>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광화문연가>는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에 의해 리바이벌 또

는 커버되었으며, 기간 5의 2011, 2012년에  동명의 뮤지컬 작

품의 성공의 영향으로 트랙 중 하나인 <가로수 그늘 아래 서

면>에서 비롯된 ‘가로수 그늘’이 주요 연관어로 등장하기도 한

다. <광화문연가>가 대중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동명의 회화작

품이 발표되는 등 문화예술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노래 속의 덕수궁 돌담길(정동길)은 시대를 초월한 정

서의 표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비’와 보행친화도로 준공기념판

Fig.7. ‘song monument’ & construction memorial plate of 
pedestrian freindly street for Deoksugung 
Doldam-gil(2017. 3)

18) “덕수궁 돌담길에 가수 진송남씨 노래비”, 문화일보

(200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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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돌담길의 ‘분수대’ 근처에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비’
가 보행자 중심 녹화거리의 준공판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장

면은 걷고 싶은 거리와 문화 예술의 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그림 7). 
걸그룹 “소녀시대 윤아”와 그녀가 2016년 발표한 <덕수궁 

돌담길의 봄>의 영문 제목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에서 비롯된 ‘Stonewall’이 기간 6과 전 기간의 주요 연관어로

서  <광화문연가> 보다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한
류스타’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산업과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으로, 돌담이 아닌 ‘Stonewall’이 주요 연

관어로 나타난 결과는 ‘금호아시아나’의 ‘LED갤러리’ 속 강남

스타일처럼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대중예술산업의 현재를 말해

준다[10], [11].19) 
이 거리는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돌담을 배경으로 걷는 인물

들을 통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데이트 

코스’ 같은 낭만적 환상이나 이별이나 재회의 상징 장소이자 

재현의 도구로서 소비되고 있는 덕수궁 돌담길과 돌담을 보여

준다.20) 
그 중 기간 4의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전도연’ 등

도 드라마 속에서 연인이 재회한 장소로 덕수궁 돌담길이 소비

된 사례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유독 덕수궁 돌담길과 관련된 

이슈로 많은 보도가 된 것은 마지막회 촬영 중 덕수궁 돌담에 

종이를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이 크게 일었

고, 이에 ‘제작진’이 사과와 복원를 약속하는 기사가 연일 보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덕수궁 돌담길에 중첩된 두 가지 공간적 정체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데, 대중에게 사랑과 이별, 추억과 회상, 
재회의 상징적 공간, 하나의 클리셰로 대중문화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길은 덕수궁이라는 문화재의 돌담 옆으로 형

성된 길로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4) 역사의 거리

덕수궁 돌담길에는 문화재, 특히 근대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

산이 다수 존재한다. 덕수궁은 조선시대 월산대군의 사저였으

나, 임란 이후 광해군 등에 의해 궁으로 사용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제국을 표방한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의 법궁, 경운

궁이 되었다. 이후 일제강점으로 대한제국과 경운궁(덕수궁으

로 변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해방 후 대한민국은 덕수궁

과 그 돌담을 따라 걷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근대 역사의 기억을 

마주하게 된다. 

19) “소녀시대 윤아, 첫 솔로곡 ‘덕수궁 돌담길의 봄’ 출격  

달달한 추억에 장년층에게도 심쿵주의보”, 경기일보(2016. 3. 

10) / “윤아, ‘덕수궁 돌담길의 봄’ 발표 후 中 뜬다”, 매일경

제(2016. 3. 11) / “금호아시아나, 사옥후면에 ‘강남스타일’ 

영상 상영”, 서울경제(2012. 10. 11)

20) “[TV 하이라이트]덕수궁 돌담길 데이트하는 여준과 상

은”, 전북일보(2011. 5. 27) / “박유천 한지민 등 SBS 드라마 

속 연인들 데이트 장소는  어디?”, 매일경제(2012. 5. 6)

whole per6 per5

대한제국/러시아공사
관/정동교회/노무현

/영국대사관/MOU/양
해각서/

대한제국/정동교회/M
OU/양해각서

대한제국/정동교회/이
화학당/대한문/노무현/
분향소/추모행렬/추모

객들/시민들

경복궁/삼청동길
삼청동/청계천로/세종

대로

경복궁/광화문/경교장
/인사동/삼청동길

/청계천

per4 per3 per2

정동교회/역사벨트/문
화공원/문화재

/SBS드라마프라하/제
작진/전도연

정동제일교회/고궁길
조선/임란후/대한제국/
근대사/역사문화탐방/

정동 교회

경복궁/광화문/경희궁/
돈의문/삼청동길/서대

문/세종로/불광천

경복궁/경희궁/광화문/
창경궁/창덕궁/돈화문

/백범광장/남산길
/인사동/삼청동길/세종

문화회관

경복궁/경희궁/시청앞
광장/서대문/남산

표 6. 역사의 거리와 관련된 키워드

Table 6. Keyword about historical street

그림 8. ‘정동(제일)교회’
Fig. 8.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2016. 12)

근대 시기 ‘양인촌’, 혹은 ‘공사관 거리’라고 불렸던 만큼 외

국 공관들과 함께 양인들이 거주촌, 또는 선교와 교육의 시발점

으로서 근대 양식 건물들과 종교, 교육시설들을 지어나가면서 

조선의 수도 한양과는 전혀 다른 도시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덕수궁 돌담길의 경관은 단순히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분포

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 속의 근대시기를 소환하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다.21)

전 기간에 걸쳐 ‘대한제국’과 ‘러시아 공사관’, ‘정동교회’ 등
이 근대 역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분석된 것도 이 길의 역사적 

유래와 정체성을 보여준다. 기간 2의 ‘조선’, ‘임란후’, ‘근대사’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덕수궁 돌담길의 근대역사와 문화유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에 관한 이슈에서 등장하는 한편, 도시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자원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도시계획은 

주로 덕수궁 돌담길을 인접한 도심의 고궁 또는 명소들을 함께 

코스화하는 시도로서, 여러 시기에서 ‘역사문화탐방’, ‘고궁길’, 
‘역사벨트’ 등 유사한 테마의 길이 다양한 명칭으로 기획되었

으며, ‘정동야행’ 같은 축제에서는 문화체험의 테마로 근대 풍

속사의 재현과 체험 등이 이루어졌다.22)

21) “‘역사의 숨결 느끼며 정동길 걸으세요’  정동 야행축제”, 

매일경제(2015. 10. 30) / “서울 정동에서 대한제국을 만나다 

28~29일 정동야행 축제  열린다”, 경향신문(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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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4의 경희궁’, ‘돈의문’ 또한  ‘덕수궁 돌담길’과 함께 당

시 추진된 교남뉴타운의 사업지역 인근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역사벨트’를 조성하고 ‘문화공원’의 조성하는 등 도시개발 사

업의 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다.23) 또한 ‘경복궁’이나 ‘창경궁’, 
‘창덕궁’ 같은 고궁이나, ‘경교장’, ‘백범광장’ 근대문화유산 역

시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보도되거나, 역사문화 테마의 길로 함

께 계획되었음을 보여준다.  요리-여행 보도가 많은만큼 서울

의 명소들도 시기별로 다양하게 덕수궁 돌담길 보도에서 등장

하는데 ‘남산’, ‘남산길’, ‘시청앞광장’ ‘인사동’, ‘세종문화회

관’부터 비교적 최근의 명소인 ‘청계천로’, ‘삼청동길’까지 나

타나고 있다. 고궁과 문화유산부터 산, 도시하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이지만 대부분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장소들이면서 

명동처럼 유흥이나 쇼핑보다는 역사탐방이나 관람, 산책 등과 

관련된 지역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24) 
문화유산과 역사적인 공간을 장소마케팅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현재에도 유효한데, 최근 서울시는 정동 일대에 대한 역

사도심재생의 일환으로 덕수궁 돌담길을 ‘대한제국의 길’로 조

성하는 한편, 나머지 구간의 개통을 위해 ‘영국대사관’과의 

‘MOU’,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

다.25)

덕수궁 돌담길과 이 일대 덕수궁, 정동 등의 역사로 주목받

는 근대 시기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도 주요 키워드

로 등장한다. 기간 4에서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와 추모를 위

해 ‘분향소’가 ‘대한문’ 앞에 설치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추
모객들’로서 이 곳을 찾아 ‘추모 행렬’의 긴 줄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노무현’은 전체 기간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간 5와 6에서 ‘사회’분야 보도

의 증가와 그 내용(2008년, 2016년의 촛불시위)은 덕수궁 돌담

길은 근대 역사를 넘어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도 차곡차곡 축

적하고 있는 현재를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26)

22) “서울시,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키로”, 한국경제

(2000. 2. 9) / “서울 도심서 전통의 향기를...고궁 옆길이 뜬

다!”, SBS(2013. 9. 20) / “서울 정동 밤길 거닐며 '시간 여

행' 떠난다”, 한국경제(2015. 5. 11) / “5월의 끝자락 ‘정동야

행’을 ‘덜덜불시대’ 근대 신문물  체험도 풍성”, 경향신문

(2016. 5. 16) / “‘정동야행 축제’ 상상과 재미 ‘대한제국의 

밤’이 열린다”, 문화일보(2016. 10. 24)

23) “교남 뉴타운 역사 문화 도심으로..서울시 6만여평 개발

구상안 발주”, 세계일보(2004. 6. 15) / “경희궁 일대 공원ㆍ

녹지대로 서울시, '교남뉴타운' 조성”, 한국경제(2004. 6. 15)

24) “남산으로 고궁으로 '도시樂번개'”한국경제(2010. 5. 10) 

/ “삼청동 덕수궁길 남산 북측산책로 가을 정취 느끼고 싶다

면 이곳으로”, 서울경제(2013. 10. 20)

25) “덕수궁 돌담길 전면 개방, 주한 영국 대사와 박원순 시

장 구두합의 보안대책 마련중”, 매일경제(2015. 1. 6) / “130

년간 단절 덕수궁 돌담길 연결되나 다음 달 현장조사”, 

MBC(2015. 2. 25) / “정동길 ‘대한제국 길’된다 서울시 ‘역사

재생’ 프로젝트 가동”, 헤럴드경제(2016. 10. 12)

26)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 대한문 분향소 주변에 수천개 

노란 리본”, 경향신문(2009. 5. 25) / “‘서울광장’ 사용 거부

돼 서울시립미술관서 추모제”, 파이낸셜뉴스(2009. 5. 27) / 

Ⅴ. 결  론

1997년 보행자중심 녹화거리로서 계획 당시 덕수궁 돌담길 

또한 엄청난 양과 속도의 통과차량이 지나던 길이었다. 오래전 

뉴스와 사진 속의 덕수궁 돌담길은 노상주차가 빈번했던 서울 

시내의 그저 오래된 골목길 중의 하나로 그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보행친화도로이자 아름다운 거리로 국내 가로 설

계에 많은 영향을 준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을 해석하기 위

하여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의 메타데이

터 및 연관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였다. 
덕수궁 돌담길은 사랑과 이별,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는 길

이면서 동시에 추억을 반추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대중적 정서

가 오래전부터 전달되고 있음을 뉴스 빅데이터의 주요 연관어

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덕수궁 돌담길의 보도는 ‘문화’ 
분야의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요리_여행’, ‘전시_
공연’, ‘방송_연예’ 관련 뉴스가 거의 전기간에 걸쳐 높은 비율

로 보도되었다. 또한 언론 속의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담론은 크

게 보행친화도로로서의 ‘걷고 싶은 거리’, 문화와 예술적 장소

이자 대상으로서 ‘문화와 예술의 거리’, 역사 문화적 장소로서 

‘기억의 거리’로 범주화 되었으며, 각각의 영역은 경합과 배제

보다는 서로의 영역을 발전시키는 촉매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덕수궁 돌담길처럼 한 장소가 세대를 거쳐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다는 것은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

국전쟁 이후 급격한 사회·문화적, 산업적 변화와 함께 도시 구

조와 기능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급격한 변

화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대대적인 도시개발의 흐름에서 살아남았거나 또는 

급격한 변화 단면이 드러나는 독특한 장소들조차 어제의 명소

가 오늘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는 현상을 목

도한다. 이 거리의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나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서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편,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보행자 친화도로로서의 역할과 지위

를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덕수궁 돌담길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언론을 통해 형성되고 재현되고 있는 덕수궁 돌담

길의 장소 담론 해석을 시도했으며, 장기시계열적 뉴스데이터

인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정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소 담론 해석으로서 보도량이 많은 분야나 

이슈 외에도 보다 미시적이지만 이 장소 중요한 의미의 발굴과 

해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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