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29권 제8호(통권298호) 2013년 8월 61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대중 담론 연구

-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Public Discourse on Dongdaemun Design Plaza by Network Analysis

- Focused on Newspaper 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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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ublic discourse on the Dongdaemun Design Plaza project by analysing the

newspaper articles related with the project. After collecting 450 articles from the 9 newspapers for 65 months, the map of 99

words were created by network analysis especially during 3 peaks each. The primary issues about the preservation of the old

stadium, the restoration of historical remains, and excess expenditures for municipal construction works were discussed during

each peak. The issues were actually related with the specific building design. However, the building in the newspaper articles

was treated as a whole, so it was not considered as the object which was modifiable as a part. There were few articles which

treated the building design and there were few articles in which the building issues were connected with the primary issues.

Finally, when the project was branded as ‘big-ticket municipal construction works’ in the latter part of the project, public

discourse about the issue was far away from design issues. All these aspects could be catched with network analysis

synthe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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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대상

본 연구는 ‘건물에 대해 말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물

리적 실체를 만드는 행위’와 더불어 생산(生産)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검증하려면 말

하는 행위가 어떻게 직접 만드는 행위와 구체적으로 영

향을 주고받는지 조사해 보아야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

선 그 출발점으로서 건물에 대해 말하는 행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건물에 대해 말하는 주체’는 전문가와 대중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대상을 다루는 수준

이 대중의 담론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때, 대표적

대중매체 중 하나인 신문에 실린 건축 기사들은 ‘건물에

대해 말하는 행위’의 현 상태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된다.1)

신문기사에 드러난 건축 관련 기사들을 조사하기 위하

여 본 연구는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공학박사, 한경대학교 외래강사

본 논문은 참고문헌 1번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박사학위논

문 중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주요한 주장과

논지 전개 및 구체적 문장 서술, 분석 자료 및 그림과 표 역시

학위논문의 것들과 같거나 유사합니다.

1) 미디어가 대중 담론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은 참고문

헌 7번에 기재된 존 톰슨의 책을 참고한다.

(이하 DDP)’를 선정하였다.2) DDP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

어지는 공공건축물이면서 국제현상설계, 기존 운동장 철

거 및 역사 유적 발굴 등 건립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과

함께 비교적 여러 차례 신문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연

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신문에서 DDP에 대해 어떠한 이슈들과 연

관 지어 다루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대중의 담론과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디

자인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는지, 이슈가

된 사안들과 건축디자인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초점

을 두고 실제 건립과정과 결부지어 분석해 나갈 것이다.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다수의 신문기사를 통시적 관

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

을 이용한다. 이 때 연결망의 단위(node)는 신문기사 문

장의 형태소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다루어졌던 형태소의

연결관계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다량의 기사에서 추출한

가중치를 누적시켜 상대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한다. 그 구

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동대문디자인플

라자’와 ‘역사문화공원’ 모두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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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망 분석 방법론

2.1. 분석의 개요 및 선행 연구

연결망 분석은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3)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

정, 도시 분석, 대인관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분석의 단위(node)가 되는 것은 사람,

도시, 사물 등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도입하게 될 신문기사 분석처럼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는, 텍스트에서의 단어들을 분석

단위(node)로 설정하여 대량의 문헌 자료를 분석한 뢰트

레이데스도르프(Loet Leydesdorff)의 연구들이 있다. 한

연구에서 그는 골수이식과 관련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개념이 학술지, 특허 및 신문(뉴욕타임즈, 가디언)에서 어

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각 연결망의 특성을

통해 세 개 영역(학술지-학계 / 특허-산업계 / 신문-대중

담론)에서 과학적 지식이 어떠한 의미의 층위로 분화되어

가면서 소통되는지를 밝혀냈다.4) 국내에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문기사를 다룬 예로는 박한우의 연

구가 있다. 그는 당시 대선 예비후보자였던 고건과 박근

혜를 다룬 신문기사들을 분석하여 두 인물이 어떠한 단

어들로 서술되는지 밝히고 그에 따른 홍보전략을 간략히

제시하였다.5) 건축분야에서는 유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선도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2.2.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의 신문기사에 대한 연결망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6)

① 기사 수집

분석의 대상으로, 전국에 발간되는 종합일간지 중 판매

부수 상위 9개에서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7)8) 검색기간

3)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 박영사, 2007, p.2

4) Leydesdorff, Loet, and Hellsten, Iina, "Metaphors and

Diaphors in Science Communication: Mapping the Case of

Stem Cell Research," Science Communication, 27(1) (2005) :

64-99

5) 박한우, “대선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과

홍보전략”, 『한국정당학회보』, 6(1) (2007) : 79-107

6) 연결망 분석에는 UCINET 6.381을, 시각화에는 UCINET과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인 NetDraw 2.119를 사용하였다. UCINET

은 연결망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변환도구 및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7) 신문 부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ABC협회

(www.kabc.or.kr)에서 2010년의 평균판매부수를 참고로 하였다.

9개 신문의 판매부수 합계는 전체 판매되는 종합일간지

(6,931,232부, 스포츠·경제신문 등 포함)의 63%에 해당한다.

8)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아카이브(http://srchdb1.chosun.com/pdf/

i_archive/)를 통해 기사를 수집하였고, 중앙일보 기사는 중앙일

보 웹사이트(http://joongang.joinsmsn.com/)에서 수집하였다. 기

타 7개 언론사는 카인즈(http://www.mediagaon.or.kr/jsp/search/

SearchKinds Main.jsp)에서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동대문 디자

인 플라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검색 결과 중 유효하지

은 과거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로 두었으며, 그 결과

2006년 10월 19일자 보도가 DDP와 연관된 첫 기사로 검

색되었다.

② 키워드 추출

1차적으로 KrKwic.ex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개 일간

지 450개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찾아냈다.9)

그 후 다시 기사 전체를 읽어가면서 기사의 의미와 맥락

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수동적 방

법을 사용했다.10) 키워드는 본문에 직접 등장하는 단어들

을 중심으로 하되, 맥락을 표현하는 개념어들도 새로 추

가하여 키워드에 포함시켰다. 추출해낸 단어는 총 99개로

서,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분류 키워드

DDP

미술관,자하하디드,여성,명품건축,스타건축가,한국
건축가,실험,예술,도시브랜딩,프리츠커,패트릭 슈마
허,현상설계,랜드마크,장소성,메가트러스,녹지,지형,

패널,BIM,3차원기술,비정형,무장애,친환경,옥상공
원,미래,물결무늬,본질,전통,설계비 증액

풍물시장
상권 활성화,풍물시장,영세상인,이전,상인예절,철거

강행,장사 안됨,청계천,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운동장,새 운동장 건립,철거,보존,

운동장 터에서
발굴된 유구

서울성곽,역사문화공원,치성&이간수문,복원,훼손,
역사,기와 도로,

서울 디자인
정책

컨텐츠,운영방안,시민기증,시민아이디어,공공참여,

패션,관광,서울디자인수도,디자인올림픽,디자인교
육,디자인경쟁력,디자인허브,공공디자인,디자인,디
자인재단,디자인산업지원

예산과 정치

변동

빚,예산,홍보관,시정홍보,서해뱃길,한강예술섬,뉴타
운,도심복합축,문화벨트,녹지축,수해,무상급식,오세

훈,박원순,낭비,한류공간,보궐선거,복지,오세훈사퇴,
과잉홍보,예산조정,전시성 사업,

기타
빛공해,피상적 아름다움,도시의 내러티브,가락시
장,비엔날레,서울시 신청사,기무사터 미술관,G20,졸

속행정

표 1. 신문기사에서 추출된 99개 키워드

③ 기사와 키워드 사이의 관계 행렬 만들기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450

개의 기사를 탐독하여 관계 행렬을 만들었다.11) 우선, 가

않은 검색이나 광고 기사는 제외하였다.

9) KrKwic은 박한우와 Loet Leydesdorff에 의해 공동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영어권의 Full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메시지

분석에 용이하도록 변형시킨 프로그램이다. 관련하여 총 3개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KrKwic.exe는 텍스트의 단어 빈도수를 검

출하여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고,

KrTitle.exe는 지정한 단어들이 단문 메시지에서 출현한 빈도를

검출하고 관계망을 만들며, KrText.exe는 장문의 텍스트들에서

지정한 단어들이 출현한 빈도를 검출해주고 관계망을 만든다. 관

련 프로그램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http://www.leydesdorff

.net/krkwic/ 사용법 및 개략적 분석에 관한 것은 다음의 학술논

문을 참고한다. 박한우, Loet Leydesdorff,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2004) : 1377-1387

10) 이에 대해서는 각주 11 참고

11) KrKwic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KrText 프로그램은 텍스

트에서 지정한 단어들이 출현한 빈도를 검출하고 관계망을 만들

어준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직접 읽는 과정을 거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대중 담론 연구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29권 제8호(통권298호) 2013년 8월 63

그림 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당선작,
‘환유의 풍경’(출처 : 한겨레 신문 )

그림 1. DDP 사업대상부지. 부지를

상하로 가로지르는 선이 서울
성곽이며, 진하게 강조된 부분이
설계가능영역임. 성곽 양측 20m를

집중 복원구간으로 설정함.
(출처 : DDP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디자인 가이드라인)

로축을 키워드, 세로축을 기사별 날짜로 한 (99 x 450)

크기의 행렬을 만든다.12) 각각의 기사에서 등장한 키워드

들을 해당 항목에 ‘1’로 표시한다. 나머지는 0으로 채운다.

④ 기사와 키워드들의 관계행렬을 키워드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로 변환시킨 ‘공동 참여 연결망(affiliation

network)’을 만든다.13)

⑤ 필요에 따라 기사와 키워드들의 관계행렬을 유사성

(similarity) 계산을 통해 유사성연결망을 만든다. 공동참

여연결망이 단순하게 동시에 등장한 빈도를 합산한 값이

라면, 유사성은 두 키워드 간의 연관정도를 계산하는 방

식으로서, 등장 빈도에 상관없이 어떠한 키워드들이 긴밀

한 연관관계를 맺는지 알아보는데 유용하다.14)

⑥ NetDraw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시각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동참여연결망과 유사성연결망을 분석한다.

3. 전체 신문 기사 분석

3.1. 프로젝트 진행 과정

우선 분석에 앞서서 DDP 사업이 진행된 대략적인 흐

름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DDP 대상 부지에 있던 동대문운동장은 일제강점기였

던 1926년에 준공되어 오랜 시간동안 각종 스포츠경기와

체육행사가 열렸던 곳이다. 운동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

하여 2003년에 폐쇄되었으며, 그 중 축구장은 풍물시장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오고 있었고, 동시에 노후화 된

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

다가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취임과 함께 동대

문 일대를 세계 디자인과 패션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디자인월드플라자’ 라는 이름으로 DDP 사

업이 시작되었다.15)

치지 않고도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들의 빈도를 자동으로 검출해

주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읽어서 단어들

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어떤 기사에서 특정 단

어가 여러번 반복되더라도 한번만 계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

며(길이가 긴 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

함), 둘째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기사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이 ‘맥락’은 ‘전시성 사업’,

‘피상적 아름다움’등의 개념어로 만들어 키워드에 포함시켰다.

또한 KrText는 한글에 맞게 변형된 프로그램이지만, 한글은 영

어에 비하여 조사와의 결합, 어미 변화, 띄어쓰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이를 모두 수용해내기 힘들다. 따

라서 세밀한 분석에는 보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2) 분석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할 것이므로, 다른 언론사 간에

날짜가 겹쳐서 이름이 같은 행이 생기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13) UCINET 메뉴의 Data→Affiliations를 통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대화창에서의 Method는 Cross-products 로 설정하였

다. 공동참여연결망이란 두 키워드가 하나의 집합에서 동시에 등

장하는 빈도를 합산하여 만드는 행렬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한다. 김용학, op. cit., 2007

14) UCINET 메뉴의 Tool→Similarities 를 통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대화창에서의 Measure of profile similarity는 피어슨 상관계수

방식을 이용하는 Correlation 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는 2006년 9월부터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2006.11∼ 2007.1)과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를 공고(2007.04.16)하였다.16) 동시에 운동장 부

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2006.09∼2006.10)하면서,

과거 운동장 건설 이전에 자리하고 있었던 서울성곽에

대한 복원을 현상설계 지침서에 포함시켰다.17) 지침서에

서는 운동장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일부 이용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다.

설계경기는 국내 4

인과 국외 4인의 건축

가를 지명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로 2007년

8월에 자하 하디드의

‘환유의 풍경’이 당선

되었다. 건축물의 설

계는 2007년 12월 27

일부터 2009년 5월 30

일까지 진행되었다.

한편, 사업의 진행

에 따라 기존 운동장

의 철거가 진행되었

고, 그 과정에서 축구

장 부지에 있던 풍물

시장은 신설동으로 이

전하기로 결정되었다

(2007.08.22). 이 과정

에서 일부 시장 상인

들과 충돌이 있었다.

당초에는 2008년 10월을 실시설계의 납품기한으로 두

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건축물의 규모가 한차례 변경

되었고, 부지의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서울 성곽의 일부

인 치성(雉城)의 유구가 드러났으며, 야구장 부지에서 하

도감 터가 발굴되기도 했다. 예상보다 문화재가 많이 발

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과정도 길어졌다. 복원 과정

에서 널리 퍼져 있는 유구들이 DDP의 설계안과 충돌됨

에 따라 일부를 출토된 자리에서 조경계획 영역으로 이

15) DDP건립 이전의 동대문운동장 부지개발에 대한 논의는 다

음의 연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황진태, "지역성장연합과 스케일의 정치가 세계도시 서울의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를 사

례로",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10, pp.41-80

16) 서울특별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 2007

17) 서울시가 배포한 설계자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기존

의 서울 성곽에 대한 자료제공과 함께 이를 복원하도록 했으며

완전 복원 혹은 부분적 복원은 설계자의 재량에 맡겼다. 참고문

헌 6번 참고. 단, 매장된 유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으므

로, 성곽에 부속된 이간수문(二間水門) 및 치성(雉城), 그리고 하

도감(下都監)터와 같은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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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유효

기사 수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룬 기사

건축디자인 내용을

다룬 기사
조선일보 108 24 22% 18 17%
중앙일보 37 5 14% 0 0%
동아일보 48 9 19% 8 17%
한겨레 44 13 30% 3 7%
국민일보 31 7 23% 0 0%
한국일보 45 12 27% 5 11%
경향신문 36 8 22% 4 11%
문화일보 39 4 10% 4 10%
서울신문 62 14 23% 5 8%
총 계 450 96 21% 47 10%

* 퍼센트로 나타난 부분은 각 행의 유효기사 수에 대한 해당 열 항목에 대한
비율임.
예) DDP를 중심주제로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 22%는 108개에 대한 24개의 비율

표 2. DDP를 다룬 전체 신문 기사 분포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설계변경 계약이 이

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종 납품은 이듬해인 2009

년 5월로 연장되었다.18)

따라서 설계비도 설계공모 당시 예상했던 79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공사비 역시 1,000억원 이상 증

가하여 4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다. 이것은 2011년

하반기에 오세훈의 무리한 토건사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DDP가 정치적 담론으로 편입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라 기존의 ‘동대문디

자인파크’부분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고, 공사 중인 디자인플라자 건물과는 별개로 2009년

10월에 문을 열게 된다. 한편 2차 곡면판 패널까지 쓰인

대규모의 비정형 건축물을 시공하는 전례 없는 공사였던

탓에 DDP는 많은 시공 상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러

한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기도 지연되었다.19)

2011년 8월 24일에 있었던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DDP의 사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DDP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

였던 오세훈이 물러나고 시민의 복지와 참여를 강조하는

박원순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시장 직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강르네상스, 광화문 광장, 서울시 신

청사 등과 함께 DDP는 ‘오세훈의 과도한 토건사업’으로

낙인찍혀 언론과 시민담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새 시장인 박원순은 서울시의 1년 예산에서 토건사업

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부문을 증가시켰다. 그 과

정에서 DDP의 연간 예산 할당이 재조정되어 완공이

2013년 7월로 약 1년가량 지연되었다. 또한 디자인과 패

션 중심의 ‘디자인 메카’로 기획되었던 DDP의 내부 시설

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창작체험공간을 마

련하는 등 ‘시민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20) 2013년

4월 현재, DDP는 2014년 4월 개관 예정이다.

3.2. 기사의 추이에 따른 주요 이슈

2006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각 신문별 관련 기사

수는 [표 2] 와 같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7개 일간지에서는 각각 50건 이하의 기사가 게재

되었다. 이것은 한 신문 당 1개월에 1건이 게재되지 않았

던 것으로, DDP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보도가 많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체 기

사의 내용에서 DDP가 한번이라도 등장한 기사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기사에서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룬 것은

9개 일간지를 모두 합하여 5년 5개월 동안 96건 밖에 되

지 않는다.

또한 구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언급한 기사는 그 기사들

의 절반가량인 47건에 불과하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의

18)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던 DDP는 지하3층, 지상 4층으

로 변경되었다. 다음을 참고

“외국인 설계 매달리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설계비 늘고 착공

지연”, 경향신문, 2008.12.19, 16면

19) 참고문헌 3번을 전반적으로 참고

20) 유길용, “동대문 저 건물 정체가 뭐지?”, 중앙일보, 2012.7.10

경우는 DDP의 구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언급한 기사가 단

한건도 없었다.

아래 그림은 전체 기간 동안 99개 키워드 간의 공동참

여연결망(Affiliation Network)으로, 연결선의 수가 8개

이상인 것들만 표현하였다. 키워드들의 연결망이 보여주

는 집합은 전체 기간 동안의 논의가 어떠한 주제들에 집

중되어 나타났는지 드러낸다.21)

미술관

자하하디드

여성

명품건축
스타건축가

예술
도시브랜딩

프리츠커

현상설계

랜드마크

장소성

녹지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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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 활성화

풍물시장

영세상인

이전

동대문운동장

 새 운동장 건립

철거

보존

서울성곽

역사문화공원

 치성&이간수문
복원

훼손

역사

공공참여

패션

관광

서울디자인수도

디자인올림픽

디자인경쟁력

디자인허브

공공디자인

디자인

예산

홍보관

 시정 홍보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녹지축

무상급식

오세훈 박원순

낭비

복지

 도시의 내러티브

 전시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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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디자인

디자인
서울

토건-복지

개발-보존
및 역사

그림 3. 전체 기간 동안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links≧8)

가장 강한 키워드들의 집합은 왼쪽 하단부에서 발견된

다. 이것은 주로 운동장 철거나 유적 발굴과 관계된 기사

의 키워드들이다. 그리고 중심부에 ‘디자인서울’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연결망이 오른쪽 상단부로 펼쳐져 나

가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로 무상급식 이슈 당시

의 기사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중심부와는 거리를 두면서

국지적 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건축디자인에 대한 키워드

들 역시 주변부(왼쪽 상단)에 있는데, 연결선의 수는 많

지 않다.

전체 기사의 월별 분포는 [그림 4]의 그래프와 같다.

막대그래프는 전체 기간 동안의 월별 기사 수를, 꺾은선

그래프는 각 기준 월의 이전 4개월 평균값으로 대체적인

기사 수의 추세를 보여준다. 추세를 통해 볼 때, 전체 기

간에 걸쳐 뚜렷한 세 번의 피크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옆에 기술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비교하여 보면, 각 피크 구간에서 다루어진 주요한 기사

21) Netdraw 상에서 유효 연결망의 수를 높여보면서 연결망을

그려보는 것은 약한 연결고리들을 무시하게 되므로 주요한 연결

망들의 집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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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야구장 철거 시작(2007.12.13)

설계용역 계약(2007.12.27)

서울시 2010 디자인수도 계약 체결 (2008.03.18)

풍물시장 철거반대세력 강제 철거 (2008.04.23)

동대문 축구장 철거 시작 (2008.05.15)

서울 디자인올림픽 2008 (2008.10)

운동장 터에서 '치성' 발견 (2008.12.17)

공사착공 및 홍보관 개관, 자하 하디드 방한 (2009.04.28)

일부분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개명 (2009.06.18.)

서울 디자인올림픽 2009 (2009.10)

역사문화공원 개장 (2009.10.27)

DDP 내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발표 (2010.04.22)

오세훈 시장 재임 성공 (2010.07.01)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2010.09)

메가 트러스 공사 보도 (2010.10.)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2011.08.24)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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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9대 일간지의 월별 DDP관련 기사 수(단위: 건)

들이 무엇을 다루었는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피크 구간

에서는 운동장 철거가 진행되던 시기다. 그리고 두 번째

피크 구간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개장된 2009년 10월

부근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 피크구간은 무상급식 투표

및 서울시 시장 교체 사건와 관련된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크 구간은 [그림 4]의 공

동참여 연결망에서 왼쪽 하단의 키워드 집합과 관련된다.

그리고 세 번째 피크 구간은 오른쪽 하단의 키워드 집합

과 관련된다.22) 즉, 기사 수의 추세에서 보이는 세 가지

피크 구간의 이슈들은, 다른 기사들과 어느 정도 구분되

는 독립적인 이슈들이라는 것을 공동참여연결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구간에서 어떠한 내용들

이 다루어졌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3.3. 주요 피크별 분석

(1) 피크 1 : : ‘보존-개발’ (2007.08∼2008.07)

이때의 기사들은 운동장의 철거와 풍물시장 이전 문제

를 다루면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반적 개념을 환기시킨

다. 따라서 이 구간의 이름을 ‘보존-개발’ 이라고 부른다.

22) 공동참여연결망에서 왼쪽 상단의 ‘디자인 서울’ 키워드 집합

이 기사의 피크 구간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정 구간에 집중

되지 않고 전체 기간에 걸쳐 기사들이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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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개발’에 관한 중심 키워드

그림 5. 2007.08∼2008.07까지의 공동참여연결망 (links≧8)

[그림 5]는 해당 기간 124개의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 공동참여연결망으로, 오른쪽 부분에 나타난 ‘동대문운

동장, 철거, 풍물시장, 이전(移轉)’등이 논의의 중심에 있

음을 보여준다. DDP 건물에 대한 논의는 중심 논의와 약

한 연결고리를 맺으며 주변부에 형성(점선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자하 하디드, 프리츠커, 여성, 현상설계’에

대한 기사는 현상설계 결과를 발표한 일부 기사에만 편

중되었기 때문이다.23) 설계경기에서 여러 응모안들이 운

동장을 일부 보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철거되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문제가 설계의

대안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거론하는 기사들이 없

다는 점에 주목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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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7.08∼2008.07 까지의 유사성연결망 (r ≧ 0.27)

[그림 6]의 유사성연결망을 공동참여연결망과 비교하여

보면 이 시기에 다루어진 기사들의 양상이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 공동참여연결망을 통해서 보았을 때 ‘보존-개

발’에 대한 키워드들은 전체 기사들에서 매우 높은 빈도

로 등장했으나, 유사성연결망을 통해 보면 주변부에 독립

적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보존-개발’에 관한 기사들이 나머지와 공유하

는 내용이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DDP에 대한 건축디자

인을 다룬 기사는 주로 ‘디자인서울’사업 및 시정 홍보의

차원과 연관되어 다루어졌을 뿐이었다.

(2) 피크 2 : ‘역사’ (2008.12∼2009.10)

운동장 터에서 여러 역사 유적이 예상보다 온전한 상

23) 실제 기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2007년 8월 14일의 자하 하디

드 현상설계 당선 기사이후로 특별히 집중되어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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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발굴되면서 신문기사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

라서 이 피크 구간의 이름을 ‘역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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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8.12∼2009.10 까지의 공동참여연결망 (links≧8)

해당기간의 121개 기사를 대상으로 8개 이상의 연결선

으로 맺어지는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을 보면(그림

7), ‘서울성곽, 치성&이간수문, 복원, 보존, 역사문화공원,

동대문운동장, 철거’등의 키워드들이 오른쪽에 강한 연결

고리를 이루고 있다. 그림 상에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키

워드들은 6∼7개의 연결선을 가지는 관계망이다. 디자인

올림픽을 비롯한 서울시 디자인정책이 지속적으로 홍보

되어 전체적으로 꾸준히 등장하기 때문에 지난 구간에

이어 이번에도 키워드들의 그룹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실

제 기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동대문운동장 부지가 전시

공간으로 쓰이거나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작품이 디자인

올림픽의 전시 컨텐츠에 포함되어 다루어진 것으로 DDP

건물 자체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24)

그림에서 중심담론의 상부에 형성된 ‘자하 하디드, 랜

드마크, 비정형, 스타건축가’등이 8개 이상의 연결선을 가

지는 것은 DDP 착공관련 기사와 이 기간에 방한한 자하

하디드를 다룬 기사 때문이며 유적 복원의 구체적인 내

용과 연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서울시에서는 유적의

복원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자,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플라자&파크’라는 명칭

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분리

하고 역사문화공원 부분을 우선 개장하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나 그 구체적인 상관성에 대한 논

의가 부족했으며 전체적인 신문기사 역시 그러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기간 키워드들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뚜

렷하게 드러난다(그림 8). 건축디자인 그룹은 역사 그룹

과 반대편 먼 곳에 놓이며,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과

‘시정홍보’의 연관관계를 거치거나 ‘본질, 전통, 장소성’과

같은 약한 연결고리를 거쳐야만 역사담론과 연결된다. 몇

몇 기사들은 두 그룹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

사에서 언급된 ‘건물에 역사성을 입히는 것’, ‘주변지형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25) 만약

24) 김미리, “잠실은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 조선일보, 2009.

10.16, A22면

25) 변희원, “문화재 잇따라 발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 改名추진,”조선일보, 2009.06.25., A35면

구체적인 묘사가 많이 있었다면 각 그룹에 해당 키워드

들이 등장하고, 그 키워드들 간의 연결선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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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무늬

본질
전통

 상권 활성화

상인예절

동대문운동장

 새 운동장 건립

철거보존서울성곽

역사문화공원 치성&이간수문

복원

훼손

역사

운영방안

공공참여

패션

관광

서울디자인수도

디자인올림픽

디자인교육

디자인경쟁력

디자인허브

공공디자인

디자인재단

예산

홍보관

 시정 홍보

한강예술섬

뉴타운

문화벨트

녹지축

오세훈

 피상적 아름다움

 설계비 증액

 도시의 내러티브

 전시성 사업

비엔날레

디자인산업지원

청계천

역사

시정홍보

디자인

건축디자인

그림 8. 2008.12∼2009.10 까지의 유사성연결망( r ≧ 0.3 )

(3) 피크 3 : ‘토건-복지’ (2011.03∼2012.02)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 복지 예산과 토건

사업 예산을 대비시키면서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이 피

크구간의 이름을 ‘토건-복지’라고 부르기로 한다.

자하하디드

도시브랜딩

랜드마크

 3차원기술

비정형

패션

관광

디자인

빚

예산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수해

무상급식

오세훈

박원순

낭비

보궐선거

복지

오세훈사퇴

 전시성 사업

예산조정

그림 9. 2011.03∼2012.02 까지의 공동참여연결망(links ≧5 )

이 시기에 신문에서 다루어진 논의에서 DDP는 구체적

인 디자인이 언급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친 공사비를

지출하게 만든 사업’으로만 다루어졌다. [그림 9]에서 5개

이상의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보면 ‘예산, 복지,

예산조정, 낭비’와 같은 주요 쟁점들과, 관련 주체들인 ‘박

원순, 오세훈’, 그리고 전시성 사업의 예로서 ‘한강예술섬,

서해뱃길’등의 사업들이 주요 담론의 키워드로 드러나고

있다.

그림 오른쪽 상단에 ‘3차원기술, 비정형, 자하 하디드’

와 같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키워드가 연결망을 만들어내

고 있는데, ‘토건-복지’에 관한 담론과의 연결고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2011년 3월 23일에 배포된 서울시 보

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가 3∼4월에 걸쳐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기사들은

BIM을 부각시킨 기술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는 비정형 디자인이 공사비증가의 주요 원인이었

지만, 관련 기사들은 3∼4월 이후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손정미, “한국에 온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 살아있는 곡선으

로 새로운 우주 창조”, 조선일보, 2009.05.05, A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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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분류 소분류 내 용 해당 기사 건수

설계

및

설계

변경

기간

해석

심사위원이나 건축가의 설명을 여

과 없이 전달하거나 주장만 있고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 것

현상설계 당선 2007.08.14.(조선,동아,한국,문화,서울), 2007.08.17(한겨레) 6

건축가 인터뷰
2008.07.30(조선), 2009.04.29(조선,동아,서울), 2009.05.05(조

선)
5

기타 2007.12.19(조선) 1

가치가 개입된 서술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 2007.11.06(한겨레), 2007.11.16(조선) 2
디자인과 역사 2009.06.25(조선) 1

비용 가치가 개입된 서술 디자인과 건설 비용 2007.12.31(조선) 1

건설

기간

건설

기술

고난도 작업에 대한 기술적 성취

위주로 서술

외장 패널, 메가 트러스,

BIM 시공

2010.07.20.(문화),2010.08.26.(조선),2010.10.07(조선,서울),

2011.01.10(한국), 2011.03.24(한국), 2011.04.11(문화),

2011.04.12(조선), 2011.08.08(조선)

9

기술적 성취와 그 효과에 대해 언급
미적, 실용적, 경험적 효

과
2010.10.29(조선), 2011.01.11(서울), 2011.04.19(경향) 3

표 3. DDP를 중심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들 내용 분류 (2006.10∼2012.02)

미술관

자하하디드

명품건축

스타건축가

실험

예술

도시브랜딩

프리츠커

랜드마크 장소성

녹지

패널
BIM

 3차원기술

비정형

친환경

옥상공원

미래

본질
전통

 상권 활성화

영세상인

이전

동대문운동장

철거

보존

서울성곽

역사문화공원

 치성&이간수문

복원

역사

컨텐츠

운영방안

시민기증

공공참여

패션

관광

서울디자인수도

디자인올림픽

디자인경쟁력

공공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재단

빚

예산

홍보관

 시정 홍보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뉴타운

녹지축

수해

무상급식

오세훈

박원순

낭비

한류공간

보궐선거

복지

오세훈사퇴

 설계비 증액

빛공해

과잉홍보

 전시성 사업

예산조정

디자인산업지원

청계천

그림 10. 2011.03∼2012.02까지의 유사성 연결망( r ≧ 0.3 )

이것은 위의 유사성 분석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두

가지 담론을 연결하는 고리는 ‘랜드마크-도시브랜딩-예

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림에서 진하게 강

조한 부분). ‘기술에 대한 비용’ 문제가 구체적으로 등장

하지 않고서는 건축디자인은 예산에 관한 담론과 연결되

기 어려울 것이다.

4. 건축물 디자인을 다룬 기사 분석

4.1. 디자인을 다룬 기사가 차지하는 위상

앞의 분석을 통해 DDP 사업기간에 다루어진 세 가지

이슈들은 구체적인 건축물의 디자인과 긴밀한 관계를 갖

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디자인을

다룬 기사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

앞서 [표 2]에서 전체 신문기사 중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룬 기사와 건축디자인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각각 96

건과 47건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분류

의 교집합, 즉 DDP의 건축디자인에 집중적으로 다룬 기

사는 단 28건으로 전체 기사의 6%에 불과하다. 28개의

기사들을 [표 3]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설계 기간에서 등장한 12건의 기사들은 디자인을 언급

하지만 심사위원이나 건축가의 설명을 여과와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혹은 주장은 있지만 그에 대한 근

거가 없어서 기사를 접하는 이가 다시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건설 기간에 보도된 기사들 12건은 모두 기

술적 성취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정형 패널

과 메가트러스.같은 기술적 성취 자체에 대해서만 언급하

고 있다. 28건 중 4건([표 3]에 진하게 표시)만이 DDP의

디자인에 대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비판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디자인

을 다루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다양한 관점과 가치들을

환기시키지 않은 채 보도자료 위주의 사실 기술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건축디자인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슈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다. 이것은 [그림 11]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미술관

자하하디드

여성

명품건축

스타건축가

한국건축가

실험예술

도시브랜딩

프리츠커

패트릭슈마허

현상설계

랜드마크
장소성

메가트러스

녹지

지형 패널 BIM

 3차원기술
비정형

무장애
친환경

옥상공원

미래

물결무늬

본질

전통

 상권 활성화

풍물시장

영세상인

이전

상인예절

동대문운동장

 새 운동장 건립

철거

보존

서울성곽

역사문화공원

 치성&이간수문 복원
훼손

역사

컨텐츠

운영방안

시민기증

시민아이디어

공공참여

패션

관광

서울디자인수도

디자인올림픽

디자인교육

디자인경쟁력

디자인허브

공공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재단

빚

예산

홍보관

 시정 홍보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뉴타운
도심복합축

문화벨트
녹지축

수해

무상급식

오세훈

박원순

낭비

한류공간

보궐선거

복지
오세훈사퇴

 피상적 아름다움

 설계비 증액

빛공해

철거강행
 장사 안됨

과잉홍보

 도시의 내러티브

 전시성 사업

예산조정

가락시장

비엔날레

디자인산업지원

 서울시 신청사

청계천
G20

졸속행정

건축디자인

토건-복지

디자인서울

개발-보존
및 역사

그림 11. 전체기간동안 모든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r≧0.15)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건축디자인’과 ‘개발-보존

및 역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전통, 피상적 아름다움,

장소성(연결망에서 ▼로 강조)’,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토

건-복지’를 이어주는 ‘설계비증액’이라는 키워드다. 이것

들은 연결망 상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담론 그룹

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설계비 증액’의 경우 450건

의 기사들 중 단 한건에서 ‘독특한 디자인’과 3D 시공이

설계비의 주된 증가 요인임을 지적했기 때문에 연결망에

서 담론 간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연결고리가 약

하다는 사실을 단지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대중 담론에서 다루어지

기를 바란다면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 보아야 한다. 현재

는 약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유사성 연결망에서 가교 역

할을 하는 키워드들은 바로 건축디자인의 문제를 다른

담론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것이

기 때문이다.

4.2. 건축물 ‘전체’로서 다루어진 DDP

구체적인 디자인을 다룬 기사가 많지 않고 다른 주요

이슈들과의 연결고리가 적기 때문에, DDP는 대중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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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다.

‘보존-개발’ → ‘역사’ → ‘토건-복지’

그림 12. 세 번의 피크구간에 따른 중심 담론의 변화를

보여주는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 9 )
(전체 구간의 450개 기사를 바탕으로 시각화 한 후. 각각 해당
구간의 연결망만 보이도록 한 것임. 진하게 강조한 영역은

물리적 실체 관한 키워드들이 분포하는 곳)

실제로 세 피크 구간의 연결망을 비교해 보면 중심 논

의가 디자인과 관계 맺지 못하고 점차 멀어져 간다는 사

실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12). 첫 구간에서의 담론은 동

대문운동장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DDP와 연결되었다. 두

번째 구간에서의 담론 역시 그 장소에서 발굴된 유구가

담론의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처음 두 구간의 중심 담론

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물리적 실체(진하게

강조한 타원부분)와도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비

용이 문제가 된 마지막 구간에는 구체적인 디자인을 언

급하는 담론들과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중심 논의가

형성되고 있다.

대중담론에서 DDP가 다루어진 양상은 건물에 대한 정

책 결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각 피크 구간의 실제 논의를

살펴보면, DDP는 ‘옛것을 허물고 들어서는 건물’이자 ‘역

사적인 것과 대립되는 건물’이었다. ‘토건-복지’구간에서

는 무리한 토건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이루어

짐으로서, 총체적으로 기억과 역사와 복지에 반대되는 의

미의 층위들이 모두 누적되었다. 특히 ‘토건-복지’담론 구

간에서 DDP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4000억원의 세

금으로 지어진 DDP’, 즉 돈이라는 차원으로 환원되어 다

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DDP는 상세하게 접근하여 다

룰 대상이 아닌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삭감의 대상’

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전체’로서 다루어졌다는

것은, 담론이 지닌 힘이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가 전체 사업에 대한 외부

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현상설계부터 서로 다른 대안들이 대중 담론에서

회자되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제시되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운동장구조물을 일부 남겨서 다른

것으로 전용하거나 완전하게 없애는 대안들을 보고 의견

을 나누었더라면 전면 철거가 아닌 ‘재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운동장 구조물이 일

부 남았다면, 그 곳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측하던 바와 같

은지, 혹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평가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시각에서 DDP라는 사업에

접근했었다면,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더

나은 대안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신문기사를 키워드로 분해하여 연결망으로 분석

하는 방법은 사업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수준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중심 이슈들과 건축 디자인 사이

의 연결고리들을 발견해내는데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DDP 사업의 전개 과정동안 신문에서 다루어진

관련 기사들은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한 구간에 따라 각각

‘보존-개발’, ‘역사’, ‘토건-복지’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음

을 알 수 있었다. 각 구간에서는 각각 ‘동대문운동장, 철

거, 풍물시장’, ‘서울성곽, 치성&이간수문, 복원, 보존’, ‘예

산, 복지, 낭비’와 같은 키워드들이 주요하게 등장했다. 그

러나 이러한 키워드들은 ‘물결무늬, 옥상공원, 패널, 비정

형’ 등 건축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다룬 키워드들과 연결망

상에서 긴밀하게 관계 맺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선 DDP

의 디자인을 주제로 다룬 기사가 5년 5개월동안 9개 신

문에서 28건으로 매우 적었으며, 해당 기사들 역시 주요

이슈들과 관련지어 건축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불거져 나온 문제들을 건

축물 디자인과 구체적으로 연관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DDP는 그 부분부분을 세세하게 고려할 대상이 아닌 ‘예

산 삭감의 대상’이라는 전체로서 다루어졌으며 부정적 인

식 또한 건축물에 투사되었다. 만약 연결망 분석을 통해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문을 통해 드러나는 대중담

론을 객관적으로 감지해 낼 수 있다면, 대중의 의견을 종

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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