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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요어 : 공공성, 추상 공간, 앙리 르페브르, 공간 생산론

학번 : 2012-20556

본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에서 사용하는 ‘추상 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 추상공간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고, 도

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

이 목적이다. 공간은 사회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산물이며,

그것의 생산 방식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졌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의 특성에 주목하고 공간이 생산되는 방식에 대

해 연구하였다. 그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을 만드는 주체가 사회

임을 자각하고, 공간적 실천, 재현의 공간, 공간의 재현들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념인 추상 공간은 공간의 재현들

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 생산 유형으로서 재현의 공간인 전유

된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비의 발달에 인해 추상 공간이 확장되

고 전유할 수 있는 공간과 전유할 수 있는 것들은 점차 소멸되었다. 추

상 공간의 확장 과정은 기하학과 측량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공간을 계

량화 하고, 상품처럼 교환가치로 나누어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초기 추상 공간은 가시적으로 특정 집단의 권력을 보여

주거나, 시민들을 통제하고 규합하기 위한 장치로서 설계되었다. 대표적

으로는 다빈치가 설계한 캄피돌리오 광장을 비롯하여, 군사정권에서 찾

아 볼 수 있는 전시 광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르페브르가 다루고 있는 추상공간의 전략과 범위는 자본, 국가 권력,

소비이다. 그는 국가 권력의 과시적 표출이나, 소비적 공간의 창출, 자

본에 의한 도시 구조 재편 등을 언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가시

적 추상 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추상 공간의 생

산전략은 시대의 흐름과 지배집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변한다. 현대



도시의 공간들은 ‘공공성’이라는 단어로서 현대적 추상공간의 전략으로

활용한다. 공공성은 추상 공간이 아닌 전유 할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하

고 있지만, 공공성의 추상 공간화의 현상은 감시와 훈육, 통제의 속성을

가지고 현대적 추상공간으로서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다. 소비적, 가시적 추상공간처럼 가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도적, 법적, 공익적인 목적을 표방하면서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이를 통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일상적인 혁명이나 지배체제에

반하는 사적 행위들을 사전에 통제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낸

다. 이러한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들의 특성은 공간의 파편화, 공간의

위계화, 동질화로 설명된다.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서나 찾아 볼 수 있

는 기능성, 효율성 위주의 공간과 시설, 건축물들은 도시 경관을 지배하

고 있으며, 진정한 공공 공간의 종말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성 담론이 현대 도시 공간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성은 현대 도

시의 공공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주효하게 작용한다. 공공성이라는 단어

가 가지는 권력과 모순, 배제의 논리는 낸시 프레이저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레이저는 하버마스와 아랜트가 정의한 ‘부

르주아적 공공영역’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안적 공중’(counter

public)의 개념을 내세웠다. 공공성을 주장하는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

을 형성하고 그것을 공공인 담론으로 내세워서 제도화 할 수 있는 집단

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과 개인적인 문제들

은 ‘공공의 사건’에서 배제된 채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공공성이

가지는 배타적인 속성은 현대 도시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데도 마찬가지

로 작동한다. 가시적인 추상공간에서 비-가시적인 기제들이 지배하는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자본가들과 행정가들의 기

호에 맞게, 혹은 국가에 목적성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한다. 또한 공공성

이 가지는 상품적인 가치는 소비 공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발되었으

며, 아케이드를 비롯해 백화점, 쇼핑 몰에 이르기까지 소비 공간에서의

공공공간의 내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소비공간은 공공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도시 공간에서 부족한 쾌적하고, 안전

하고, 위생적인 공공공간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차용하고, 공공공간에

서는 공간의 활성화,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해 소비공간의 감시 전

략들을 차용한다. 두 공간들의 상호 복제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공간들을 요새화 한다. 요새

화 된 공간에서는 공간 관리자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인’ 행위

들은 배제되고 통제된다.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집단들에 의해 규정된

‘공공’적인 행위는 사적 공간은 더욱 내밀화 하게 만들고, 공적공간은

공적인 행위만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공공공간에서는 이미지와 기호를 통해

공간의 성격과 ‘공공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공간에서의 적합한 행위를

판단하고, 경계를 만든다. 정해진 공적 행위가 아닌 다른 것들은 사전에

차단되거나 거부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되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복합 소비 공간에서는 매개공간, 연결공간 등의 용어들을 활용하면서

건축적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자주 이용되는 접근성, 연계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가치는 공공성이 가지

는 상품적인 가치를 극대화 하여 공공공간을 내부화 한 것으로서 내부

화된 공공공간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과 사적 담론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이들 공간의 한계는 도시 경관을 균질화시키며, 진정한 의미

에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것

이다.따라서 르페브르가 추상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개한 전유

공간의 속성과 유사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공공공간이 아

닌, 공간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성과 행동의 제약들로 비 공공적인 제어

가 존재하는 또 다른 현대적 추상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서 공공성이 아

닌 공동체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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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용어의 정의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간은 사회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

서 공간은 그 시대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절대주의 시대의

공공공간들은 군주의 권력을 표현하는 곳이거나, 기하학적 미학으로 완

성되는 완벽한 조형성, 또는 일상의 삶이 녹아있는 집합공간으로서 형

성되어 왔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공간이 하나의 상품과 같이 여겨지고

시간과 공간과 같은 ‘생활 가치’ 보다 용적, 일정 등의 ‘교환 가치’가 중

시되기 시작하면서 공공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 도시공간의

공공공간들은 다양한 유형과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모더니즘 이

후 활발하게 진행된 도시공간의 재구성으로 인해 도시는 새로운 시설과

공공공간들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공 공간

역시 도시의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추상화되었다. 전제군주 시대,

독재 정치 시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시적인 도시 계획, 공공 공간

형성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현대 도시 공간에 등장한다. 일상 속에서

가졌던 전유공간들은 상실되고 ‘공공성’, ‘공익’ 등의 정치적이고 행정적

인 단어를 앞세워 계획되는 공공공간들과 도시 시설들은 ‘공공’이라는

명목 하에 통제와 감시로 관리되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오늘날 현대 도

시는 요새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공동체의 공간을 방어하기 위한

기제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효율성, 기능성을 중시하는 도시계획들은 사

람들의 일상과 삶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본위의 개발을 진행

해 나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어느 도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비슷

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했다. 또한 이러한 경관들 속에서는

정해져있는 행동, 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규나 제도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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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비-가시적으로 관리되고 조절된다.

LA학파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의 많은 공간들은 저항하기에 거의 불

가능할 정도로 감시를 통한 통제 상태가 되었으며 도시 내 통제된 고립

장소의 증식으로 인해 도시가 공간적 파편화현상을 강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인 파편화는 물론 일상과 도시공간이 관계하고 있

던 방식까지도 변화하여 일상과 동떨어진 공간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전유할 수 없는 공간들로 도시 공간은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고립장소

증가와 파편화는 도시 내 공공공간의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현

대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공 공간들은 중세나 고대시대에 형성되

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효율성’, ‘기능성’을 중시하는 모더니

즘 형태의 도시 구조는 공공 공간 자체를 건축을 계획하고 남는 부지

정도의 개념으로 설정하거나 건축물의 용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 반 강

제적으로 도시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접근했다. 푸코의 언급처럼, 근

대적 공간은 권력의 미시적인 측면이 작동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공공공

간은 활용된다. 현대도시에서의 공공영역은 제레미 벤담의 ‘팬-옵티콘’

처럼 대중들을 감시하고 훈육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작동하기도 하며,

사회에 필요한 기호와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

한 목적과 기능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공공공간들이 바로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의 특징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전략들은 통제되지 않는 개인들

을 감시하고, 배회, 접근 그리고 그들의 불필요하고 위험한 모임들을 제

거하는 것이 비-가시적으로 공공공간을 관리하데 활용된다.

일반적인 도시 공고공간은 물론 '공공 영역처럼 보이는 사적영역'인

역 공간(liminal space)이 나타나는 복합 소비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감

시와 통제, 그리고 상징을 통한 공간에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 리처드 세넷은 "사회가 삶

에서 너무 많은 질서와 너무 지독한 일관성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들레르가 말한 메트로폴리스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웃이란 개념

이 크게 변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도시의 모든 것이 핵 분화되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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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지 않아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상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서의 도시', '자유로운 순환', '불

결한 것들이 말끔하게 치워진 경치' 등을 이룩하려 했던 19세기 계몽주

의자들과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의 전리품은 아마도, 삶과 지식의 분리이

며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풍자하듯 교외의 고급 주택들일 것이다. 마

이크 데이비스의 표현처럼 '위법 시 무장 대응'이란 기분 나쁜 경고판

이 숲을 이루고, 타자들은 무장한 사설 경찰과 전자 감응 감시 장치에

의해 스스로 고립' 된다.1) 이렇듯 현대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추상적

공간들은 르페브르가 분석했던 추상 공간의 성격과 유사하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현대 추상공간은 국가권력, 자본, 소비 등

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공공성’, ‘공공공간’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공공성의 추상공간화’는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에서 공공 공

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형 복합시설, 상업시설, 도시 인프라 시설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르페브르가 「공간 생산론」에서 다루는 추상 공간의 개념

을 바탕으로 현대 도시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추상공간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1970년대까지의 추상 공간화의 역사와 특징,

전략들을 르페브르의 이론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 현대에 도시 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공성’에 대해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공공

영역의 추상공간화’의 개념과 공공공인 공간의 비공공공인 제어에 대해

서 살펴보고, 도시 공간들의 사례를 통해 현상의 양상과 의의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1)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 박삼철 역, 학고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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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서 언급하는 공간 생산

의 세 가지 층위(재현적 공간, 공간의 재현, 공간적 실천)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추상공간’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한다. 특히, 르페브르

가 정리한 공간화의 역사 속에서 1970년대까지의 추상 공간의 변화 과

정과 시기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그 전략의 변화과정을 정리한다. 이

것을 바탕으로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상 공간화의 역사를

도시 건축적인 차원에서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추상 공간 생산에 사용

되었던 전략들을 도출해 낸다. 선행 작업을 통해 도출 해낸 추상공간의

가시적 전략, 비-가시적 전략, 목적, 중요 가치들을 정리하고 각 시대별

로 추상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배전략들의 변화 양상과 공공 공간의

형성과 연결 짓는다. 현대 도시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추

상공간화’ 현상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정리하고, 현상이 나타

나는 도시 공간의 유형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후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현상의 양상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을 건축/도시적 사례를 통해 접근

§ 추상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

§ 추상 공간화의 역사와 전략

§ 현대 도시에서 공간 생산의 전략에 관한 연구

§ 새로운 공간 생산 전략으로서의 ‘공공성’

§ 공공성의 추상공간화에 대한 문제

§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를 보여주는 도시 공간

§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의 형성요소

§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양상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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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화의 역사와 추상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정확한 시기와 구분 보다는 21세기에 이르기 까지

추상 공간이 점차 도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따

라서 추상 공간은 특정 시기와 사건 등으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으

며, 추상공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각

되는 시기와 상황이 다른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추상 공간의 특징 변화를 가시적–소비적–현대적(비가

시적인) 추상 공간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이후 이에 대한 보

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추상 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기

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근저에서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공간의

생산」의 내용들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추상 공간의 개념과 특징

에 대한 정리와 추상 공간화의 역사를 다루면서 르페브르가 살펴보았던

추상 공간에서의 전략과 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현대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

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특히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공간들

에서 나타나는 비 공공적 제어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2

장에서 정리했던 추상 공간의 전략들과 동시에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담론이 또 하나의 추상 공간 생산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모호성과 배타성에

대해서 낸시 프레이저의 이론과 하버마스, 아랜트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한다. 추상 공간 형성의 전략으로 이용되는

‘공공성’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개념을 공

공공간의 공동체화, 소비공간의 추상적 공꽁공간화의 관점에서 정리한

다. 이후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공간 분석하

여 현상의 형성 요소와 작동 전략들에 대해 살펴본다.



6

4장에서는 지금 까지 정리했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의 양상

과 의의에 대해서 고찰한다. 3장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을 보

여주는 도시 공간에 대입하고, 현대에서 공공영역으로 부를 수 있는 도

시 공공공간, 복합 소비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과정에 도출되는

추상 공간화의 양상과 형성요소를 요새화와 소비 공간과 공공영역의 상

호복제로 구분하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형성요소로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추상공간화 현상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고찰한다.

5장에서는 지금 까지 다루었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 한계와 시사점에 대해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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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과 관련된 용어 가운데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거나 내용적 범주가 명확하지 않는 단어들을 정리하여, 효

과적인 개념 전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개념어에 대해 용어의 정의

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추상 공간 Abstract spaces

공간의 재현들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추상 공간을 들 수 있다. 유클리

드 기하학과 측량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간의 계량화가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전제 군주의 권력과 도시공간의 추상 공간들이 구현

되었다. 그는 추상 공간의 세 가지 특징으로는 공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로 정의한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공간이 상품화되고 교환가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추상 공간의 전략

들도 점차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변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 공간을

가시 전략, 소비 전략, 비-가시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현

대 도시 공공공간을 만드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

추상 공간은 정치적, 제도적인 공간이다. 발견되어진 공간이 아니

라 전략이 지정해준 공간이다. "공간은 전술과 전략의 구실이 된다.

공간은 생산양식의 공간, 즉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경영되는 자본주

의의 공간에 불과하다. 공간은 '구획'으로 나뉘어서 존재하며, 주변의

주요 지점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배치된다. (...) 건축가의 '주관적' 공

간은 매우 객관적인 의미작용으로 채워진다. 시각적 공간은 서류, 또

는 서류에 그려진 이미지, 즉 상상력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의 세계'로 환원 되어버린다. 선 투시도법은 이와 같은 축소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화한다.“2)

2)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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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 공간 Appropriated spaces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전유된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다른 저서인 「현대세계의 일상성」, 「리듬 분석」, 「도시

에 대한 권리」등에서 사용하는 일상성, 전유라는 단어에서 단서를 발

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유공간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공간이 ‘교환가치’로서 용적이나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소유되고

판매되는 것과 반대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을 점유하고 일

상의 행태와 삶을 녹아내며 자신의 ‘생활가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며, 일상 속에

서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 기존 공간들이 가지는 모순을 극복하고 차이

의 공간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전유된 공간은 예술품과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품의 시

뮬라크르, 즉 모방품은 아니다. 전유된 공간은 건축물, 즉 기념물이

거나 일반 건물인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

의 지역, 하나의 광장, 하나의 거리에 대해서도 역시 ‘전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간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것들이 어떤 이유

로,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공간들은 전유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 전유 Appropriation

전유라는 용어는 원래 사전적인 차원에서 어떤 물건이나 개념적∙물

리적 실체를 자신의 용도에 맞게 도용(盜用)하거나 전용(轉用)하는 것

을 의미한다. 공간적 차원으로 옮겨 설명했을 때의 전유는 공간 구성원

들의 적극적인 상상과 실천으로 인한 공간 활용과 공간 생산을 의미하

는데 활용될 수 있다. 르페브르는 일종의 규범화되고 계층화된 공간 체

3)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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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종속적 권력관계를 허무는 데 실천되어야 할 행위로서 간주했다.

▼ 역 공간 Liminal space

역 공간은 매개 공간의 형식이나 위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공공영

역이나 사적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애매한 중간 상태에 위치한다. 이

러한 특성을 ‘역치성’(liminality)이라고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설

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어진 자극이 의식되는 한계를 뜻하

는 자극역(limen)이라는 개념을 빌어 ‘역’을 “한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 혹은 카테고리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옮겨갈 때 겪는 통과의례”

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주킨(Zukin)은 이러한 역 공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이라고 정의한다.

▼ 추상화된 공공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공성의 개념은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성

이 아니라,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공공성이다. 공

공성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상업적, 혹은 공간 접근의 배제, 공간 관리

방식으로 활용된다.

정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국가가 개입한 공공 활동 사적인 행위들이 배제됨

공통적인 것

Common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 질

서

Common 의 모호한 개념

공동체를 강화

열려 있음

Openness
누구에게나 열린 접근성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표. 추상화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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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앙리 르페브르의 추상 공간에 대한 고찰

2.1 공간 생산론에서의 추상 공간

2.2 추상 공간화의 역사

과거에 공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외부에 위치하여 객관적이고 선험

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공간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과 비슷한 의미로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적인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은 공간이라는 자연 발생적 ‘환

경’속에서 그들만의 제도나 문화, 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간은 단순히 일 방향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환경’이 아니

다. 공간이 담아내고 있는 사회적인 속성과 관계망들의 형성을 비추어

볼 때 공간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하비, 소자, 르페브르 등의 학자들은

특정한 공간의 생산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공간을

생산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재생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는 하비는 사회와 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했다.

“왜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사회적 존재들은 사회적 권력을 동원해

공간들을 발명해 내는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권력들이

상호 연결된 공간들의 차별된 시스템을 활용 하는가”와 같은 문제제

기들이 보다 명확해지기에 사회를 변형시키려는 기획이 어떤 것이든

지 공간적 실천의 변형의 복잡한 그물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비는 특정한 공간이 갖는 사회적인 성격은 공간이 있는 그대로 주

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과 논쟁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 David Harvey,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역, 한울, 2008, p.59



11

이러한 이유에서 "공간은 항상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학점 관점에서 보면 공간은 특정한 맥

락적인 조건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사회적 행위를 위한 조건이자 다

양한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 사회적 권력, 사회적 과

정의 결과들로 구성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은 사회적인 것을 담

아내는 틀이자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간과 사회 사이의 이러한 상

호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 소자는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이라고 일컬은

바 있다. 하비와 소자 언급처럼 르페브르 역시 사회와 공간의 관계가

변증법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변화한다는 것과 공간이 사회적인 요소들

에 의해 생산되고 구성된다는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간

이 형성되고 반대로 공간의 영향을 받아 사회가 변화할 수도 있다. 결

국 공간의 생산이라는 것은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개별적 혹은 집

단적 인간의 이념, 사회적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앙리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 생산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해 살펴본다. 그 가운데 추상 공간의 개념과 특징을 정

리하고, 추상 공간화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추상 공간화에 전략에 쓰였

던 요소들을 도출해 낸다. 나아가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이 쓰여진

1970년대 까지 그가 다루고 있는 추상 공간의 전략들의 변화 과정과 한

계점을 도출하고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 생산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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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 생산론에서의 추상공간

르페브르는 공간을 물리적이고 자연 발생적 개체로서 접근한 것이 아

니라 사회적인 산물로서 인식했다. 그에게 공간이란 단순한 물리적 상

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

위들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행위의 결과물로서 받아들였다. 그는

일상성의 지배가 나타난 이후 근대사회에서의 공간은 근대사회의 생산

양식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공간 생산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한

다. 공간도 마치 하나의 상품과 같이 생산하며, 여타 자본주의 시대에

등장하는 상품과 같이 '생산'되었다. 공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위

한 상품으로서 동질성을 추구했다. 자본가들은 공간 생산의 수단을 동

원하여 공간 생산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생산하여 판매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산된 공간 속에서 일상을 영위한다. 사회적 공간은 선험적으

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더불어 항상 함께 하면서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간은 사회적 과정이 작동하는 장

소이며 동시에 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5) 정

리하자면 공간은 기호학적으로 단순하게 읽어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

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유에 의해 생산된다는 실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의 저서인 「공간의 생산」에서는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공

간이 형성되는 것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더

불어 공간의 상품화와 추상 공간의 확장에 대해 설명한다.

5) 최병두, 「현대사회 지리학」, 한울아카데미, 200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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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공간 생산의 세 가지 층위

추상 공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기에 앞서 공간 생산론에서

전개하고 있는 공간 생산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르

페브르가 언급한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행위

가 발생하는 장소이며 타인과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산되며 변화되

어 가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 공간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

로 제도와 규범, 가치 등을 형성하면서 공간과 상호작용한다. 그는 공간

을 사회 실천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이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자연발

생적인 물리적 특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공간이 생산되

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공간의 형식적

인 추상화와 함께 사회공간의 실천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에서 설명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6)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 전문가들의 실천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활용과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를 전부 포함하여 인간의 공간 실천 행위가 본질적으로 이해 될 때

공간 생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이

자본주의적인 생산과정을 통해 상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상품으

로서의 공간의 생산'에 대해 주목한다. 상품으로서의 공간은 일련의 행

위 과정의 산물로서 단순한 사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행위를 제안하거

나 금지하면서 새로운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행위

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공간의 생산에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

간을 소비하게 된다.7) 이때 상품으로서의 공간은 물질 생산을 위한 환

경 조성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작동한다. 나아가 주요한 생산력의 동력으로 작

동한다. 공간 생산을 위한 행위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위에 존재하는 사

물들과 환경들을 재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공간의 의미와 구성, 질서

는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6)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27

7) 위의 책,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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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공간적 실천, 재현적 공간, 공간의 재현의 관계 ]

사회적 공간은 자연이나 과거의 역사로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

다. (...) 집단들의 행위, 지식, 이데올로기, 재현 영역 안에 존재하는

요인들이라는 매개물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공간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대단히 다양한 사물(objects)들을 담고 있다. (...) 이러한

사물들은 단순한 물건만이 아니라 관계를 포함한다. 사물로서 그것

들은 독특성(peculiarity)과 윤곽(contour), 형태를 가진다. 사회적 노

동은 그것들의 물질성, 자연적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공간

적인 지형(configuration) 속에서 그것들의 위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그것들을 변형시킨다.8)

그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공간은 하나의 가치나 의미를 갖지 않

고 다가적(polyvalence)인 특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동일한

물리적 공간 위에는 다양한 사회적 공간이 형성되며 혼합된다. 사회적

공간들이 서로 겹쳐지거나 상호 관입하게 되는 원리에 대해 분석함으로

써 부분공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된

다. 공간의 배치와 재조정의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계급과 사회적 존

재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개입하여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공간이

생산되고 겹쳐진다. 이때 각각의 계급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질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과 실천이 나타

난다.

도시/건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건축가들이나 계획가들이 도시나

건축물, 구조물들을 세우는 것, 혹은 공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이 공간적 실천을 구성한다. 공간적 실천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맺어지

는 관계들과 상호 작용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8) 위의 책, p.77



15

사회적 공간이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서 만들어진 공간들은 일정한 영속성과 특성을 갖게 된다.9) 특정 집단

이나 공동체의 이해를 위해 형성된 공간은 사회적 역학 관계(지배-피지

배)를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때 숨겨진 사회적 관계는 공간에 대

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층위들을 공간의 주체와 특성에 맞추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의 주체는 도시 공간을 만들고

계획하며 공간 개념을 만들어 내는, ‘공간 전문가’ 혹은 ‘건축가’, ‘계획

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재현들에 대해서 ‘인지된 공간’(conceived space), ‘질서 지워진

공간’(ordered space)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형성된 공간 개념이 한 사

회의 지배적인 공간 개념으로 여겨지게 된다. 공간 개념을 만들고 이것

을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 공간 개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

들은 자신들의 체계가 하나의 언어적 기호체계나 주류 담론체계로서 보

이게 함으로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보다 자연스럽고

체화될 수 있도록 만든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

하다고 생각하고 무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체계나, 기호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의구심이나 불만을 품지 않는 것처럼 공간 역시도 하나의 기호

체계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그들의 정의한 규

칙과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만들어

내는 순간들이 적층되어 만들어 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

는 재현의 공간에 대한 정의를 ‘체험된 공간’(lived space)라고 설명하

며, 여기서는 어떠한 과학적 분석이나 논리적 접근, 개체에 대한 실증적

이고 원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감각이나 느낌, 신체의 오감을 통

9) 공간 구조는 일단 형성되면 지속성을 갖게 되며 변화에 저항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뮌헨 사회지리학에서는 공간 구조는 사회 현상과 비슷한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공간구조는 사회구조와 마찬가지로 ‘지속성의 원리’ 즉 일

종의 관성의 원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김승현 외 2명, “공간, 미디어

및 권력 :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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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체화 되는 공간을 말하며, 일상의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일상의 경험적 공간을 말한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공간을 만들며, ‘공간의 재현’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와 상징들의 변화, 상징 행위의 수행을 통해서 공간 이미지를 바

꾸어 나가고 공간에 대한 이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적인 실천 행위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10)

공간의 재현이 공간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개념화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 나타나는 공간 생산 방식이라고 한다면, 재현의 공간은 앞선

공간의 재현에서 만들어 낸 규범과 질서들을 깨뜨리면서, 주체들이 공

간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고 전달하며 표현하려는

인간 자체의 순수하고 본능적이며 주체적인 실천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을 통해서 공간의 재

현과 재현의 공간이라는 공간의 두 가지 층위들이 모순되고 긴장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지배적인 규범이나 코드에 대한 전복이나 도전이 만들

어 지게 된다.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질

서라고 믿고 있는 계획가들에 의한 도시 환경이나 건축 환경, 즉 공간

의 재현들 속에서 공간적 실천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배적

인 공간 개념과 그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균형 잡힌 질서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응하고 있다. 반면의 일부의 사람들은 공간을 소비하면

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며 새로운 공간

이용 행위11)를 통해 기존의 공간이 가진 개념과 질서를 전복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12)

10) 재현의 공간은 공간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코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

다. 공간의 의미를 ‘재약호화’하거나 ‘탈 약호화’하는 것 지배적인 공간 의미를

다시 구성하거나 제시되고 강요되는 공간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에 의해 권력화 되고 제도화된 담론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로브쉴즈, “앙리 르페브르 : 일상생활의 철학,

공간과 사회”, 조명래 역,「통권 14호」 p.20

11)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전용이나, 변용을 통해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르페브르는 담론과 공간, 언어가 상호 포섭과 배제에 의해 접합된다고 본다. 그

는 언어 철학의 두 가지 측면을 살피는데 하나는 기호가 지식체계, 일반적인 이

론적 지식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가 하나의 죽음의

전조로서 기호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언어는 존재의 파괴와 존재의 다른 형태



17

정의 특성 주체

공간의 재현들

(representations

of space)

상상된 공간

(conceived space)

질서 지워진 공간

(ordered space)

개념화된 공간
권력 집단

계획가

재현적인 공간

(representational

space)

체험된 공간

(lived space)

일상의 경험적

공간
일상의 주체

공간적 실천들

(spatial

practices)

지각된 공간

(preceived space)

물질적 공간

사회의 비밀스

런 공간

일반적 지각과

의 유사성

[표 1.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가 제시하는 세 가지 층위를 통해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다. 추상 공간이라는 것은 기술, 실천에 의해 매개된 공간으로서

정치적 권력 자체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 전유 공간은 자연 공간이 어

떤 집단의 필요와 기대를 위해 변형 될 때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전유되어 왔는가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된다.13) 공간의 재현은 지배 계층과 같은 특

정집단과 공동체들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지배를 공고히 하고 은폐하

기 위해서 자신들의 개념과 전략들을 담아내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지배계층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추상공간’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공간이다. 재현의 공간은 일상적 삶

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전

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각의 계급과 다양한 주체들이 각

기 다른 의도 하에 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함으로써 지배공간과는 또 다

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유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들은 다양성과

공간의 재 전유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장소들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르페브르는 인식한다. 즉, ‘전유 공간’에 가까운

이상적이고도 가장 높은 층위에 속해 있는 공간 생산 유형이다.

로의 재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공간과 언어, 담론은 하나의 지배적

의미로 고정되지만 반면에 고정된 의미를 파괴하거나 재구성할 힘을 그 내부에

이미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3)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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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추상 공간의 개념

앞서 설명한 공간 생산의 세 가지 층위 가운데 공간적 재현들

(representation of space)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 구체화시킨 이

념과 개념이 표상된 공간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다. 르페

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간

적 재현들이 절대 공간에서 추상 공간의 지배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다

룬다. 추상 공간은 대표적인 공간적 재현들의 공간으로서, 공간이 가지

는 이미지와 상징성, 기호 등을 바탕으로 구현된 공간이다. 추상공간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절대 공간에서 가지고 있던 신성성, 종교적

인 속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 공간 생산 전략이 정치적, 제도적인

요소들로 대체되어 관리되는 공간이다. 물론 ‘추상’이라는 말이 내포하

는 의미와 같이 모더니즘 시대에 계량화되고 수치적으로 공간들을 계획

하고 생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르페브르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과 맞물리면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상품’

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계획가나 권력자들에 의도에 맞게 생산되거나

교환 가치로서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지배 전

략과 드러내기도 하고, 방어 기제들을 은폐하기도 한다. 그 전략 가운데

에는 ‘이미지’로 치환된 각종 요소들이 공간의 특성과 성격을 부여한다.

르페브르는 추상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추상공간은 정치적, 제도적인 공간이다. 발견되어진 공간이 아니라

전략이 지정해준 공간이다. "공간은 전술과 전략의 구실이 된다. 공

간은 생산양식의 공간, 즉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경영되는 자본주의

의 공간에 불과하다. 공간은 '구획'으로 나뉘어서 존재하며, 주변의

주요 지점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배치된다. (...) 건축가의 '주관적'공

간은 매우 객관적인 의미작용으로 채워진다. 시각적 공간은 서류, 또

는 서류에 그려진 이미지, 즉 상상력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의 세계'로 환원 되어버린다. 선 투시도법은 이와 같은 축소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화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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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상공간은 그 공간 안에서 태어나서 그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면 모조리 억누른다. 이러한 특성만으로

추상공간을 정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특성을 부차적이라거

나 우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추상 공간은 치명적인 공간으로, 자신의

태생적인 조건, 자신만이 지니는 고유한 차이를 질식시켜버리고, 그 대

신 추상적 동질성을 강요한다.15)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질성'은

추상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그리스의 도시는 단

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추상공간이 아닌

절대공간으로 규정한다. 추상공간은 동질화를 목표로 할뿐 동질화되지

않는다. 차이는 동질화의 주변에서, 동질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또는 동

질화의 외부요소(측면적, 헤테로토피아적, 이질적인 것)로서 시작되거나

유지된다. 차이는 우선 배제된 것을 의미한다. 동질화 공간은 전혀 동질

적이지 않다. 이 공간은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산재해있는 파편들이나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강제적으로 단일화한다.

동질성의 확보를 위해 추상공간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잠식해 왔다. 절대 공간의 종교적이고 신성한 ‘공동성’이 만들어내는 공

간들이 상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공간의 권력

화, 즉 추상공간의 지배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중세, 르네상스 시기에는

황제와 교황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구조를 재편

하고 그들의 위엄이나 권력을 표현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간

을 생산했다. 측량기술과 기하학의 발전을 통해서 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보다 명료하고, 전지적인 시점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지도나 도면을 통해서 보여 지는 가상의 유토피아 도시들을 실재

에 재현하기 위해 계획되어 졌다. 특정한 시퀀스나 비례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절대 미학과 조형적인 아름다움은 권력자들의 능력과 권위를

대중들에게 과시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되었다.

14)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423

15) 위의 책, p.526



20

종교건축에서는 고딕 적 직선과 성화상 같은 상징의 사용은, 봉토를

매개로 삼는 봉건질서와 그것의 신성한 기원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한

다. 이 상징공간에서 새로운 공공공간이 출현했던바, 르네상스 적 공공

공간과 도시디자인은 공간의 객관화를 증가시켜 자본의 출현을 구체화

시켰다. 르네상스 인간은 신성한 질서에서 세속적 사회질서로 이행을

표시한다. 르네상스의 핵심적 공간 형식은 도시다. 거기서 인문주의는

조화로운 건축공간의 조직을 허용하였다. 건축물의 눈에 보이는 가시성

과 정면 겉모습의 우월성이 특징인 비트루비우스(vitruvius)식 건축의

부활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에서 원근법적 접근의 탄생과 의미가

일치한다. 이 원근법적 조망의 공간은 정치적 공간이다. 시민행동이 영

위되는 공간인 동시에, 권력과 국가의 지배 전략이 출현하는 추상공간

이며 기하학, 가시성 및 남성성의 우위를 구현하는 표현양식이 출현하

는 중립공간이다.16) 르페브르가 르네상스의 전망에서 출현하고 자본주

의 공간화에서 지배적이라고 주목하는 것은 시선과 시각중심주의다. 도

시공간의 자본주의적 지배가 새로운 가시화의 기술과 전략을 지도 그리

면서 자본과 문화를 ‘새롭게 형상화하고 신체와 공간화의 관계를’ 초월

하고 재주형 할 가능성을 간파한 탓이다. 시선의 역사는 자본주의 공간

팽창의 역사와 결합되었다. 14세기에 시작된 도시화는 ‘농업사회’를 넘

어 장차 출현할 ‘산업사회’의 성장을 촉진했다. 봉건적 주종관계의 파괴

와 도시민의 프롤레타리아화의 가속화는 ‘노동의 수요’에 바탕둔 자본주

의 ‘도시사회’의 조직에 기여했다.17)

또한 그는 “인류의 공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신체의 공간(the

space of the body)’에서 신체를 종속시키는 공간(the body-in-space)으

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유클리드 기하학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공간 재현 양식이 발달하

기 시작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공간 재현 양식이 우주적 질서, 종

교적 상징, 광장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 등에 기반했다면 르네

16) 위의 책, p.328 - 330

17)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 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제58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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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Spacato assonometrico di Piazza del Campidoglio ]

상스 시대 이후로는 공간 정보의 객관화의 의한 ‘원근법적 공간

(perspectival Space)’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측량(measuring)의

절대적 권위에 의한 “신체 감각의 전적인 배제와 자연에 대한 시각적

합리화의 지배를 정당화 시키게 되었다.”18) 인간의 주관적 느낌과 감성

에 따른 공간 조직의 양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윤 창출의 기본적 틀로

작용하는 합리적·이성적 공간 조직의 모습들로 채워지게 되었으며, 인

간 존재는 사회와 공간으로부터 점차 소외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미지에 대한 도시들 간의 경쟁적 집착과 엄격하게 관리 및 통제된 도시

축제의 모습들에서 인간은 공간을 전유할 권리를 상실한 채 소외의 경

험을 심화시킨다.

중세시대에 나타난 추상 공간의 대표적인 예는 르네상스 후기인 16세

기 말에 미켈란젤로의 설계로 만들어진 캄피돌리오(campidolio)광장이

다. 미켈란젤로는 주변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의 외벽을 새로 디자

인 해 가면서 까지 완벽한 절대 미학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18)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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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했다. 캄피돌리오 광장의 바닥면을 수놓고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와

그 중심에 우뚝 선 아우렐리우스 황제상은 캄피돌리오 광장 자체가 아

우렐리우스 왕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캄피돌리오 광장의 기원과

의도에 대해서 백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제로 이 광장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과시형 광장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면에는 교황 바오로 3세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있다. 1527년 로마와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신성로마제국의 군대에게 능멸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던

때였다. 뒤를 이어 교항에 오른 바오로 3세는 카를 5세와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애썼다. (...) 기회를 살피던 바오로

3세는 카를 5세가 튀니스를 정복하자 이를 기념해주고자 고대 로마

의 개선문을 지나는 것과 같은 행진을 제안한다. 이 행진의 종점으

로 설정한 곳이 바로 캄피돌리오 광장이었다. 19)

실제로 황제의 방문과 공사 시기가 맞지 않아 행차의 끝을 장식할 수

는 없었지만, 만약 시기가 맞았더라면 카를 5세는 광장에서 자신과 콘

스탄티누스 대제의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온 도시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을 것이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는 동안 광장은 주

변 건축물과의 조형적 조화가 중요시 되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건

축물(종교건물이나 시장 등)은 반드시 광장과 짝을 이루어 존재했고,

광장과 주요 건축물의 조화는 도시 주변부로 파급되면서 도시적 시퀀스

(sequence)를 형성한다. 캄피돌리오 광장 외에도 베르니니가 설계한 바

티칸의 산 피에트로 광장은 건축가가 건축물과 광장을 동시에 설계한

사례이다. 이후 절대왕정과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기념비적이

고 국가의 행사를 위한 공공공간들이 등장한다.

기존의 광장 보다 정권의 위계를 강화하고 과시하기 위한 행사장으로

서 군대의 사열이나 행진의 공간으로 바뀌고, 관이 주도하는 공간으로

19) 백진, 「풍경 류행」, 효형출판, 2013, p.135



23

[ 그림 4 Albert Speer, Welthauptstadt Germania ]

변모하게 된다.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독재체제에서 광장은 선동의

장소이자 교육의 장소였다. 집단 최면과 공포정치가 광장이라는 개방적

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빈 물리적 공간이 가지는 파급력을 증명하고

있다. 아래의 게르마니아는 스피어가 히틀러를 위해 설계한 추상 공간

이다. 나치 정권의 권력과 상징성을 가시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계획된

이 안은 광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과 추상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

이 가지는 전략, 정치적 특성을 읽을 수 있는 예이다.

근대 이후의 도시 계획에서 중요시 되는 ‘효율성’, ‘기능성’, ‘합리성’과

같은 단어들은 도시공간의 파편화와 위계를 형성하고, 모든 도시 경관

을 동질하게 만들었다. 공공공간과 사적공간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하거나, 사적 공간이 공공공간을 포함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업공

간의 형태들을 통해서 추상 공간은 점차 그 지배력을 확장시켰다. 아케

이드와 같은 공간은 기존의 공공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던 거리나, 광

장과 같은 속성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비 공간으로 발전시킨 사례

로서 전유할 수 있었던 일상 생활 속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변환 시켜

버린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비

공간들이 ‘문화 공간’, 혹은 ‘반 공공 공간’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 공간

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고 있으며 팬-옵티콘과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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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감시와 통제를 기저에 둔 전략들을 활용하여

추상 공간의 생산에 기여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추상공간의 지배는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간의

생산 행위들이 추상 공간의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도시 공간 조직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경제성은 인간의 체험과 감

각에 의해 형성되는 일상적인 문화에 대해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인간의 인지적 체험과 감성에 의해 스스로 형성되

어야 할 문화는 거대 기업의 상업화되고 표준화된 담론적 문화로 대

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 중에서 공간을 스스로 느끼고 조직할 힘을

잃어버린 개인은 공간에 대한 ‘전문가나 일반적인 의견’에 자신의 의

지를 전적으로 맡겨버린다. 20)

‘규정된 공간’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제할 효과적인 틀을 제공

하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알맞은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돕는다. 사

회 구성원의 참여를 은밀하게 배제하는 조직적이고 담론화 된 틀에서

개인은 ‘은폐된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소비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

게 소비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소외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재화의 생산을 위한 꾸준한 노동력

의 유지를 위해 현대 도시 공간은 대형 쇼핑센터, 퇴폐적 향락 업소, 수

동적 문화센터 등을 병렬적으로 배치한다.21) 추상공간은 예전의 주체,

즉 마을과 도시 등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이들을 해체시키며, 스스로가

이들 주체를 대체한다. 추상 공간은 권력의 공간이 되며,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따

라서 비 인칭의 의사주체, 추상적 주체, 즉 현대적인 사회적 공간이 등

장하게 된다. 진짜 주체인 국가권력은 그 안에서, 환상에 불과한 투명

성22)으로 은밀하게 몸을 감추고 숨어 있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20) 최병두, 「현대사회 지리학」, 한울 아카데미, 2002 에서 재인용

21)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188

22) 여기서 설명하는 투명성이란, 공간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은닉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하는 투명성의 환상을 말한다. 투명성의 환상에 대해서 르페브르

는 “모든 것은 의도의 구현이다. 투명성의 환상은 공간의 천진성의 환상, 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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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여지고 글로 쓰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곳에서는 할 말도 없고, 체

험할 거리도 별로 없다. 역사적인 것은 향수로서, 자연은 회한으로서 연

명할 뿐이며, 지평선은 등 뒤편에 놓여있다.

정의 특성 주체

추상공간 정치적, 제도적 공간

동질화

위계화

파편화

계획가

권력 집단

[표 2 추상 공간의 개념]

간엔 함정이나 깊숙한 은닉처란 없다고 믿는 환상과 혼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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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추상 공간의 특징

도시계획/건축적인 차원에서 추상 공간의 전략들과 생산 방식들의 분

석을 통해 추상 공간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파편화된 공간 : 위치나 지역성이라는 개별성을 분리하고 해체하

며, 특정 장소에 위치매김 함으로써 통제와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2) 서열화 된 공간 : 비천한 장소에서 부터 고귀한 장소까지, 금지된

장소에서부터 주권을 행사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공간

3) 동질화 : 총체적이고 그렇게 유지되는 주권의 공간, 여러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신화되고 차이를 축소하는 공간

이러한 추상공간의 세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르페브르는 여러 장소들

이 '공간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소비의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현대성’을 가진 도시들에 대해 설명한다. 르페브르는 '현대성'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현대성’의 공간은 매우 명확한 특성을 지닌다. 동질성-파편화-위

계화, 이것이 바로 그 특성들이다. 현대성의 공간은 매우 다양한 이

유 때문에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축의 요소들과 자재,

개입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유사한 요구, 경영과 관리, 감시, 소통 방

식 등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동질성이라고는 하지만 계

획이나 기획은 없었다. 거짓 ‘집합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립군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이 동질적인 공간은 토지구획, 택지 등으로 파편

화 된다.23)

위 전략들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추상공간에는 일반적으로 ‘은유화’의

기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은유화는 역사적인 것, 축적과 관계되는 것

23)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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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고 그것들을 폭력이 합리성의 비호를 받으며 통합적 합리성이

폭력을 정당화해주는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그렇게 되면 추상공간에서

나타나는 동질화는 본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합의', 의회민주주의,

헤게모니, 국익 우선주의 등의 은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또는 기업

정신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한다. 오늘날의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의 프로

그램, 활용 계획안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익’, ‘공공성’, ‘개방성’ 등

의 단어나, ‘문화’ 혹은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계획하는 것들도 공

간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다수의 권리나 의견인 것처럼 유도하고 공간

에 대한 지배와 의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대 도시에서의 추상공간

은 여전히 정치적이며, 국가에 의해서 창설되며, 따라서 제도적이다. 물

론 전제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활용하는 방식처럼 가시적으로 권력

을 표출하거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철저

하게 ‘제도’와 ‘규정’등을 앞세워서 공익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포장하

여 존재한다. 때문에 얼핏 보기에 추상 공간은 동질적으로 보인다. 그런

데 사실상 추상 공간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며 자신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 요컨대 차이들을 싹 쓸어버리는 힘의 도구로 쓰인다. 이 같은 도구

적 동질성은 환상에 불과하며, 공간의 지배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대

중들은 이러한 도구적인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동질성을 수용

한다.

공간의 파편화 동질화 위계화

이미지와 상징으로 대체

‘체험된 공간’이 아닌 ‘인

지된 공간’, ‘질서지워진

공간’계획

차이의 배제

상품으로서 공간의 교

환가치 중시

비-가시적 지배

행정본위를 앞세운 ‘공

공성’

[표 3 추상 공간의 세 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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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르페브르가 정리한 공간화의 역사]

2.2 추상 공간화의 역사

르페브르는 자본주의 사회가 세계 시장을 확장하고 경쟁적인 형태로

공간을 탈영토화, 재 영토화하며 공간을 끊임없이 재생산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로서 고전 도시공간들을 자본이 재 영토화하는 과

정이라고 말하며, 고전 도시들이 기념비적, 전제적 통치 권력을 과시하

는 무대로서 이용가치를 지닌 작품이었다면, 20세기 도시들은 고전 도

시의 잔재들을 신상품으로 여기고, 이것들을 투기의 대상인 부동산의

영토로 전환시켰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환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베네치아와 피렌체와 같은 역사적 박물관의 도시가 되거나, 디즈니랜드

와 같이 소비자의 심상에 전유되어 공간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

「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의 유형은 절대공간, 역사적

공간, 추상공간, 차이의 공간, 모순 공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 짓

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재현이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공간이

라 할 수 있는 추상공간과 재현적 공간에서의 공간적 실천으로 발생되

는 전유 공간에 집중하여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는 모더

니즘 이후 나타나는 공간의 파편화, 상품화, 위계화 등을 르페브르의 언

어인 ‘추상 공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유 공간’과의 차이점과 전략

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추상공간에 주목함으로서, 공간

이 가시적인 방법과 비-가시적인 방법들로 공간을 통제하고 그것을 통

해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지 관찰 할 수 있다. 르페브르가 「공간의

생산」에서 정리하고 있는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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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도시건축에서 추상 공간의 확장

고대 도시를 지배하던 '신성성'과 '종교적 질서'가 만드는 도시 구조

는 그들의 양식을 바탕으로 도시 전체의 단일성을 가진 채 존재했다.

하지만 상업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측량술과 기하학 등)으로 인해 절대

공간에서 추상 공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크시대에서 부

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기 까지 '계획'은 도시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되었다.24) 이 개념은 중세 도시의 특별한 성장과 고대도시의 성스

러운 전통을 허무는 한편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어울리는 장

관을 만들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중세의 거리는 건물과 건물 사

이의 빈 공간일 뿐이었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행진을 위한 도로가 되었

다. 도시의 형태는 질서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으며, 그것이 계획

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하여 강조되었기 때문에 개념이 실

제를 대체하는 개념 도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과 형태의 분

리를 살펴보면 도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개념들을 쉽게 검토할 수 있다.

개념을 도시의 실제적 형태로부터 분리하려는 의도에는 개념과 형태의

차별화를 통해, 개념을 만들어낸 권력의 시각을 강화하려는 욕망이 내

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발전 이전에는 종교와 상징들이 도시 전체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 고대에는 상업과 상인들을 도시 외적인 요소로 간주했고, 토

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가졌다. 중세의 혁명은 상업을 도시

내부로 끌어들였으며, 상업은 변화된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시

장이 들어선 광장은 아고라나 포럼과는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었

으며, 도로망을 통해 주변영토로 활짝 열려 있었다. 성당은 이곳에서 멀

24) 도시의 형태를 새롭게 구성한 최초의 사례 가운데 하나가 1585년 부터 로마를

전망을 위해 변형시킨 식스터스 5세의 구상이다. 세넷은 「눈의 양심」에서 "도

시계획의 모델로서 원근법은 거리를 중심부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식스터스가 "똑바로 뻗은 거리를 통해 순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장소의 의미를 중심부로 모아 하나의 비전을 전하려 했다." 고 했다. 결국 이는

원근법적인 응시가 가능해 짐에 따라 공간에 대한 지배와 도시 공간구조의 권

력화가 진행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 박

삼철 역, 학고재, 20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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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성당의 종탑은 더 이상 지식과 권력

의 상징으로 추앙받지 못했고, 도시에서 관장하는 나무종탑이 공간을

지배하며, 그와 동시에 시간까지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시장 광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장소들과 관련하여 덧붙이건대, 돈을 비천하게 여기며,

상품을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한참 후에나 나타나는 경향이라

고 설명한다. 중세 이후 상업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는 교환 가능한 '

사물', 즉 지극히 드물긴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물품은 해방구

의 기능을 수행했다. 신성함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때문이었다. 판매를

위해 생산된 물품은 말하자면 헌신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었다.

결국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서 절대 공간이 공

고히 하고 있었던 고대 도시에서의 위상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중세이

후 상업 광장이라는 명목 하에 도시 중심부를 차지하게 된 '소비 공간'

은 절대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잠식하기 시작했다. 시

장 광장은 아고라나 포럼과는 달리 어떤 신성하고, 종교적이고, 정치적

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도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제

하는 공간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전유 공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유 공간의 속성이란 ‘자율성’과 ‘접근성’의 관점

을 설명하는 것이다.) 상업을 통해 드러나게 된 '불평등성'은 이와 유사

한 공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게 했다. 따라서 재현이

가능해진 공간은 상징적인 도시들(상업이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절대공

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에 상업을 위한 도시를 탄생시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공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종교적 공간

들은 상업적 공간이 대두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지식과 말

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추상공간이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6세기 이후의 변화

였다. 상업적인 도시와 농경지가 구분되고, 종교적인 시설들과 상업적인

공간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간의 재현들과 재현 공간들은

대립하긴 했지만 전체의 단일성을 해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16세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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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alladio, Villa rotunda]

후에는 경제적이고 실천적인 비중,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도시가 농촌보다 우월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즉, 화폐라는 가치 단위가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상업도시와 농경지의 분리는 필

연적으로 물자의 이동과 움직임들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 속에서 존재

하는 강과 바다를 통한 여행, 여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다듬어진

자연물에 대한 이미지, 감각 들은 공간의 재현이 되어 도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도시는 계획되기 시작했고, 설계도와 조감도를 바탕으로 만들

어졌다. 결국 상업과 소비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가 도시를 형성하

는 여러 물리적인 요소들(항구, 창고, 은행, 환전소)등을 구획하게 하는

당위성과 공간 점유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는 스스로에게

'종교적', ‘신화적’인 속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즉, 종교

적인 속성이나 신화적 이미지를 활용한 양식들로 이루어진 절대 공간으

로서 공간을 계획할 당위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농촌과 동시에 도시에 대해, 주택과 동시에 주택 단지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조직된다. 곧 '공간의 코드'가 형성되는 것이

다.25)

여기서 '공간의 코드'란 추상 공간이 함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다. 도시를 계획하고 공간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략적이고 은폐

적인 요소다. 당시 건축가들은 비투르비우스의 건축 10서에 기록되어

25)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266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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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을 통해서 '공간적 실천'을 하려고 했다. "모든 문제에 있어

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건축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의미되어지는 것과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비투르비우스

의 말은 건축이라는 매체 자체가 하나의 코드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코드를 통해서 생산되는 건축물들은 중요한 것을 상실하고 있었

다. 바로 '전유 공간'이다. 시민의 공간이라는 패러다임은 등장할 수 없

고, 대신 요소들, 기능들 간의 연결만이 무수히 존재한다. 기술, 경험주

의와 더불어 실용적인 것, 기능적인 것이 우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때의 건축가들은 효율적이며 건축은 '도구적'이 된다.

르네상스의 도시는 더 이상 '연속적인 나레이션'처럼, 다시 말해

하나의 건물 옆에 하나의 건물, 하나의 마을 옆에 하나의 도로, 하나

의 광장 옆에 하나의 광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

다. 대형 건물 하나하나, 그에 딸린 부속건물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계획된다. 혁신에 의해 전체가 변화하며, 각각의 '대상'은 마치 외부

에 존재하던 요소처럼 전체적인 짜임새 속으로 들어온다.26)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러한 경향에 불을

지폈다.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공간 재현 양식이 발달

하기 시작했다. 고대 절대 공간에서 공간 재현 양식은 우주적 질서, 종

교적 상징, 광장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 등에 기반 했다면 르

네상스 이후에는 공간 정보의 객관화에 의한 ‘원근법적 공

간’(perspectival space)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당시 발달하기 시작한

측량기술과 현미경 등에 의한 측량법의 발달은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공간을 측량하고 계량화 하는 것에 당위성과 신뢰를 불러왔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삶에서 느낄 수 있었던 체험된 공간(lived space)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개인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경험으로 치부되었

다. “신체 감각의 전적인 배제와 자연에 대한 시각적 합리화의 지배를

정당화 시키게 되었다.” 라는 르페브르의 언급처럼, 인간의 주관적 느낌

26) 위의 책,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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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간 조직 양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윤

창출의 기본적 틀로서 작용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공간 조직의 모습들

로 채워지게 되었다. 결국 체험된 공간들의 부재와 합리적 판단과 측량

으로 점철된 공간 생산 양식에 힘입어 도시는 ‘이미지’와 ‘상징’을 내세

우며 계획되기 시작했다.

공간과 시간은 도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상품과 상인들의 시간

과 공간, 즉 측량단위, 회계 장부, 각종 계약과 계약 당사자들이 승

리를 차치했다는 말이다. 교환 가능한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운반하

고 판매하여 돈을 받고, 자본을 배치하는 시간이 공간을 측량했다.

따라서 도시는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27)

측량과 기하학의 발달로 인해 공간은 실제 체험의 단계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멀리 떨어져 관찰 할 수 있는 대상이 되

었다. 즉, 삶의 장소로서의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보다 하나의 '물건'이

자 '상품'처럼 분석하고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은 미셸 드 세르토가 「일상의 실천」에서

표현한 것처럼 '응시(gaze)'에 해당한다. 이것은 추후에 언급할 미셸 푸

코의 관점과 유사하다. 미셸 푸코가 「병원의 탄생」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의료적 응시(medical gaze)'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둘

다 질병이나 더러움이 없는 청결함,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

는 분석적 시각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20세기 서구도시의 분열증을 유

발한 요인이기도 하다. 도시가 각 구역으로 분열되고 도시 계획의 각

단계가 실생활로 부터 분리되며 '도시는 어떠해야한다'는 개념이 도시

의 실제 구성요소들을 질식시킨 결과를 낳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28)

응시(gaze)라는 개념을 통해 사물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새로운 관점

은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있어 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

27) 위의 책, p..204

28)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 박삼철 역, 학고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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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17세기의 ‘보는 방식’의 변화]

준다. 높은 건물에 올라서서 거리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마치 작은 점처

럼 보이고,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그들의 행

동은 거세되고 그들의 존재마저 공백이나 그림자 속으로 쉽게 사라져버

린다.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를 도시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복잡한 도시 내

부로부터 벗어나고 관찰자를 도시 속의 사람이 아니라 도시를 엿보는

사람으로 만드는 '응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보는 시점이라는 것

은 장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시점이라는 것은 권력과 소유

의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의 최고층에는 고위급

임원들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29) 이러한 추상

작용, 즉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한 시점은 척도에 따라 공간을 구분

한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은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간은 지도처럼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채 크기로만 종이 위

에 그려져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종교화에서 중요한(신성한) 존재가

나머지(인간적) 존재보다 크게 묘사되는 것과 같이 규모에 의해 가치를

29) 드 세르토는 "도시를 보고자 하는 욕망은 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앞

지른다. 중세와 르네상스 화가들은 실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원근법으로

도시를 그렸다." 윌슨은 건축과 설계에 관한 알베르티의 논문이 다른 분야, 특히

설계의 핵심 개념의 모델이 되었다고 보았다.



35

표현하는 전근대적(pre-modern) 관행이 생겨났다. 실재하는 도시를 그

림으로 표현하는 지도 제작자에게 표현의 힘을 부여하는 이러한 원리

는, 나아가 도시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

시를 그려냄으로써 권력을 정당화 하는 일 까지 가능하게 한다. 즉 도

시를 설계하는 일이 곧 실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이 거주

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미지에 대한 도시들 간의 경쟁적인 집착과 엄격하게 관리, 통제된

도시 모습 속에 점차 전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라진 채, 추상 공간이

확장된다.

※ 다음 표는 추상적 공간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인 현상, 변화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 공간의 변화 과정을 크

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데, 추상 공간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는 시기에서는 주로 가시적인 방법으로 공간화를 시도하는 것이 특

징적이다.

기하학, 측량 기술의 발전 상업의 발달 (도시화)

유클리드 기하학

‘보는 방식’의 변화

공간적 추상화

‘공간의 코드’

다양한 시설의 등장

도시와 도시간의 공간의 재현들이

등장

자연의 모방, 타 양식의 도입, 발전

[표 4 추상적 공간화에 영향을 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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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추상 공간화의 전략

르페브르는 공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를 만들어 내는 추상 공간

적 전략들에 대해서 소비, 국가 권력,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설명한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본의 잠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간적 생산이 가져오는 추상 공간의 확장에 대해 말한다. 르페브르가

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추상 공간은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 설명

하는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완전

한 추상공간의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정확한 시대 구분이

나 사건을 통해서 추상 공간의 전략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

간의 생산 과정 자체가 사회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추상

공간의 전략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서 읽어낼 수 있는 추상 공간화의 전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절대공간과 가시적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데 활용된 기하학적인 속

성이나 도시 공간의 시퀀스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왕권이나

국가권력과 같은 절대자들이 대중들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가시

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비와 자본의 지배로 인해 공간이 더욱 파편화,

세분화되고 실질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상실시키는 방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저, 종교나 신성상과 같은 질서가 지배하고 있던 절대 공간과 왕권

이나 절대 권력자들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계획하던 시대는 절대 미학

이나 도시 전체의 시퀀스를 만들어낸다. 그리스도시나 로마의 도시구조

를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기하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리스 시대의 ‘양식’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절대적인 미학에 대

한 가치와 그것이 ‘진실한 공간’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공간을 계획했

다. 기하학적인 진실성과 이 공간들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

히려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공간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캄피돌리오 광장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 할 수 있다. 황제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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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대중들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동상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완성되

어 있는 공간적 ‘작품’의 중심에 세운다. 동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도

시 시퀀스를 구축하는 방점에 위치시킴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자의 권위

를 도시 공간에 새겨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소비적 추상 공간

들은 절대 미학적, 시퀀스적인 측면에서 보다 공간 자체가 ‘상품화’되고

교환가치로서 접근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공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절대 공간에서부터 추상 공간까지의 공간 생산 전략의

변화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공간들이

분류한 항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속성들이 부각되었는지, 어떠한

전략들이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절대공간 가시적 추상공간 소비적 추상공간

절대 미학 ◎ 〇 △

시퀀스 〇 ◎ △

동질화 〇 △ ◎

공간의 파편화 △ 〇 ◎

공간의 위계화 〇 ◎ ◎

공간 생산

전략과 주체
종교와 신성성

국가 권력과

왕권

자본과 새로운

계층

[표 5. 공간 생산 전략 변화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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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추상공간화의 역사 ]

2.3 소결 : 추상 공간화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장에서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추상공간의

개념과 추상공간화의 역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사회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전유 공간은 소멸하고

추상 공간이 확장되면서, 추상 공간의 생산을 위한 전략들의 변화를 짚

어 보았다.

추상 공간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상 공간’이라고

칭할 수 있는 체험된 공간들이 상실되고, 계획가나 측량을 바탕으로 하

는 건축가들의 조감도적인 도시에 대한 응시(gaze)를 바탕으로 공간은

객관화되었다. 물론 고대 그리스나 로마 도시에도 도시 전체의 시퀀스

나 종교적 신앙을 전파하고 교육하기 위해 공간계획이 진행되었다. 하

지만 고대 도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차 모든 공간들이 질서 지워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종교시설이나 국가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

라 삶을 위한 장소, 건축물에서도 공간의 객관화는 이루어졌고, 도시의

일상과 공간적 실천을 이어주던 ‘양식’이라는 것이 제품으로 대체됨으로

서 일상 또한 소비행위에 포섭되었고 공간도 마찬가지로 상품화 되었

다.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은 단순했다.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유명한 말처럼, 도시, 건축, 공간과 일상은 단순화

되고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프로그램’, ‘용도’ 등의 단어로 바뀌

어서 정량화된다. 건축가, 계획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객관화의 무기를

바탕으로 공간을 생산하고, 교환가치로 바뀌어 버린 공간들은 상품처럼

가치가 매겨지고 판매된다. 공간에는 위계가 생겼고, 문화는 대중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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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식이 집

행되는 모습을 그린 회화. Ian Tod et al.,

Utopia, New York: Harmony Books, p.17.]

고급문화로 구분되었으며, 르페브르의 말처럼 모든 것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된다. 결국 ‘양식’과 ‘일상의 전유’로서 형성되던 공간들의

질서와 체계는 파편화되고, 공간은 자본적 가치에 따라 위계화 된다. 그

공간들에서는 어떠한 특징과 다양성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모든 도

시들의 경관은 유사하게 발전하고, 그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

법들이 사용된다.

르페브르는 추상 공간의 지배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완벽하게 진행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추상 공간은 확장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과 상

황에 맞추어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데 새로운 전략들로 접근하여 왔

다. 절대왕정 시대에는 국가 권력과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대중들

에게 가시적인 방범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적 추

상공간’의 형태를 보인다. 중세시대의 공개처형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권

력을 대중에게 과시하는 한편 그 시각적 잔인함을 열린 공간에서 보임

으로서 대중들에게 일종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서 기능하였다.30)

30) 장희권, “시선의 역사로 풀어낸 권력의 다양한 층위들 :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

다 서평”, 「한국 민족문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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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공간화의 역사에서 정리할 수 있는 추상 공간의 생산 전략 변화 ]

이후 자본이 발달하고 새로운 계층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의 계급구조

와 권력관계는 재편되었다. 국가권력과 절대 권력자, 귀족들 외에 자본

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공간을 소유하고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권력 자체가 국가나 통치자,

사제에서 ‘자본가’들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도

시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부상하게 되며, 자본의 논리에

따라 공간은 상품처럼 재단되고, 측량되고, 계량되어서 교환가치로서 존

재하게 되었다. ‘소비적 추상공간’에서는 공간은 파편화 되고, 위계화 되

며, 동질화 되었다.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서는 고대 도시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소비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까지의 추상 공간화의 역사를 다룬다. 따

라서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을 생산하기 위한 전략들과 추상 공간의 특

징을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들을 살펴보면,

‘가시적 추상 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현대에

도 유효하며, 다만 그 생산 전략과 표현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현대 도시 공간의 추상 공간화 전략의 바탕은 ‘공공성’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행정 본위의 개발이다. 공간이 상품화되고 ‘판매’되기 시작하

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들이 등장한다. 공간과 문

화가 결합되고, 소비와 문화가 결합되고, 여가와 소비가 결합되는 등 다

양한 형태로 공간의 가치를 다각화 시키고, 이를 통해서 ‘소유된 공간’

들이 대중들에게는 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공간’인 것처럼 다가

온다. 이러한 공간들이 현대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시 경관을 지배하게

되며 대형 복합 공간이나, 백화점, 쇼핑몰 등 대다수의 소비 공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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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혹은 ‘여가’등의 용도들을 포함하면서 공공 공간과 유사한 성격의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 공간들은 앞선 가시적인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기제들

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행위를 규제한다. 비-가시적 기제를

통한 추상 공간의 형성이 현대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의 논리나, 행정중심의 계획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추상공간’은 소비공간과 공공공간이 서로의 특징들을 상

호 복제하면서 도시 경관을 지배해 나가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성

을 가진 공간을 상실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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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현대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추상

공간화’

3.1 공간 생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성

3.2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의 개념

3.3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특징

현대 도시공간을 만드는 담론 가운데 하나는 ‘공공성’이다. 도시를 계

획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건축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가지도록

요구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성이라

는 것은 공간에 대한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 이용성 등의 요소

로서 설명할 수 있다.

건축적 공공성의 정의

정석(1997)
공공에 대한 건축의 태도,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와 함께

함에 대한 건축의 태도, 공생의 의미

임상진(1997)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

하는 관계. 개념적으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사회화 된 존

재, 타자와 관계하는 실존적 의미로서의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이며, 공간적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떠나

서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

장은영(2002)

공공성을 건축적으로 해석한 정의로서 공공성에 중요시 되

는 측면, 즉 공공성의 관계와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건축화

시키는가에 대한 의미

차홍녕(2004)
조성된 공간은 적극적으로 도시 활동을 담고 도시에서 독자

적인 공간으로서 도시와 끊임없이 교감을 나누는 의미

Rob

Krier(2005)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림에

대한 건축의 태도

최기원(2005)
구체적인 건축적 공간을 통해 체류성을 획득함으로써 공공

의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의미

윤지혜(2005)
공동의 자산인 도시 속에서 일반의 다수를 위해 건축이 갖

는 일종의 태도

[표 6. 선행 연구에서의 건축적 공공성에 대한 정의]



43

하지만 현대 도시 공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공공간들은 공공성을 표

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공공적인 제어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다른 형

태의 ‘현대적 추상 공간’이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은 일

반적인 도시 공공공간은 물론이고, 새로운 공공영역이라고 칭할 수 있

는 복합 소비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소비 공간에서 찾아 볼 수 있

는 역공간(liminal space)의 사례는 공공공간을 표방하고 있는 소비 공

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

면서 계획되는 도시 광장이나 교통 인프라 시설의 공간에서도 추상 공

간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공익’, ‘공공성’과 같은 용어는 추상 공

간에서의 전략들을 은폐하고 이미지로 치환한다. 다수에게 이익을 만들

어 주고, 모두에게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되지만,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모호함과 배타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

다.

본 장에서는 추상 공간 생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성’의 활용에

대해서 짚어 본다. 공공성이 가지는 배타적인 속성, 상품화 되어 버린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공공성의 추상공간화의 개념을 정리한다. 도

시 공공공간은 ‘공공성’이 아닌 공동체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소비 공간은 공공공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도시 공공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소비 공간과 공공공간은 서로의 특징

을 상호 복제 하면서 공간을 추상화 시키며, 참여와 공간적 실천이 불

가능하도록 배제 전략을 활용하고, 요새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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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간 생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성

3.1.1 권력화 된 공공성

1) 공공성의 일반적인 정의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는 ‘공공성’ 일 것이다. 모더니즘 이후 효율성, 합리성과 같은 용어 대신

공공 공간, 공공성이라는 것들로 도시는 계획되었다. 하지만 공공성이라

는 단어는 상당히 모호하다.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이 사회적 생활에서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가운데 공공영역

에 해당하는 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성의 증진에 있다. 여기서 공

공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열린 마음이나 태도로서 개인적 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도시의 공공성을 정성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선행 연구가 다수 이

루어져 왔고,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공공의 이익으로 이해하며, 그 구성

요소로서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 이용성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31) 사이토 준이치의 「민주적 공공

성」에서 정리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국가와 관련된 공공인(official)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공

공성은 국가가 법과 정책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활동

을 말한다. 이때 공공성은 강제, 권력, 의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관련

된 공통적(common)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공공성은 공통의 이익

(common interests), 재산,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범, 관심사 등을

가리킨다. 복지나 질서가 여기에 포함되며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며, 그 이면에는 개성을 억압하는 불특정 다수의 압력

31) 이상민 외 2명,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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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셋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불특정 인물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공간, 정보

를 말한다. 건축·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간에 대한 접근성의 여부와

관련된다.32)

정의

공공인 것

Official
국가가 개입한 공공 활동

공통적인 것

Common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 질서

열려 있음

Openness
누구에게나 열린 접근성

[표 7. 공공성의 일반적 세 가지 의미]

2) 공공성의 배타적 속성과 여론의 허상

추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 혹은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

대 도시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배

타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버마스가 설명하고 있는 공공

성과 공공영역의 개념은 일정부분 배타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이론의 한계에 대해 낸시 프레이저는 「Rethinking the public

sphere」에서 비판하고 있다. 프레이저는 ‘공공’이라고 칭해지는 집단들

에 대한 접근성 여부와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여론의 허상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지적한다.

"공공영역은 국가가 아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결집된 비정부

조직의 담론적 여론으로서 국가에 대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부

르주아적 개념에 있어서 공공영역의 비정부적 성격이야말로 그 안에

서 생성되는 "여론(public opinion)"에 독립성과 자율성,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욱이 부르주아적 개념은 이와 같은 공론의 담론

32)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류수연외 2역, 이음, 2009 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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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한이 여론 형성뿐 아니라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경우 공론의 자율성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 공공이 곧 국

가가 되어서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저지의 가능성이 상실될 것

이기 때문이다.33)

두 이론 가운데 먼저, 공공영역과 공공성에 대해 정의한 하버마스의

개념은 ‘공공 문제(public concern)’, ‘공공 이익(common interest)’ 문제

를 논의하기 위해 ‘개개인(private person)’들이 모인 곳이라고 정의한

다. 이 생각은 절대 왕정 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을 잡아주는 부르주아적

인 공공영역의 구조에 힘을 주었다. 이러한 대중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

이 있는 공공성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중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

론이라는 것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감시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의 활동은 주요한 감시 대상이다. 처음에 이

것은 국가에 대한 정보 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부르주아 사회

의 ‘공통의 관심’은 국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 발언, 자유 언론과 대표

적인 정부의 의회 제도를 통해서 표출된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개념은

시민의 책임을 제도적인 메커니즘과 합리화(rationalizing)된 정치적 지

배에 의해 지정된다. 다른 관점에서는, 담론의 상호작용의 특정 종류를

지정한다. 여기서 공공영역은 공공문제의 제한을 받지 않은 합리적인

토론의 이상을 내포한다. 결국 하버마스가 설명하는 공공영역의 개념은

‘부르주아’계층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기구나

집단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다. 반면 프레이저는 공공성이 가지는

배타적인 문제와 담론형성의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개방성(Open access)의 문제였다. 또한, 공공영역의 부르주

아적 개념은 사회 질서에 전제가 되었다. 국가는 새롭게 민영화된

시장경제로부터 급격하게 차별화 되었다. (즉, 국가와 시장경제의 완

33) N.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iting democracy", Duke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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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버마스와 프레이저가 다루고 있는 공공성의 차이점 ]

벽한 분리를 의미한다.) 사회와 국가의 완전한 구별은 “사적 이익

(private interests)”을 배제하고 공공 토론의 형태를 뒷받침한다. 하

지만 이러한 조건은 특히 비 부르주아 계층이 공공영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 다음, “사회문제(the social question)”가 전면으로 부

상했다. 사회는 계급투쟁에 의해 양극화 되었고, 대중은 이익집단의

경쟁의 덩어리로 분열되었다. 거리시위와 밀실, 사적 이익 사이에서

중개 타협은 공공선에 관한 공개 토론으로 대체되었다.34)

프레이저는 하버마스가 설명하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에는 배제된 계층

들에 대한 고민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하버마스가 언급한 '정치적'차원에서의 공공공간들에서는 '여

성'이나 '이민자들'과 같은 특정 계층들이 배제된 공간들이었다고 설명

하고, 이들의 의견들은 '대안적 공공'을 만들어 내는 가치로서 진정한

공공 공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의 (소수집단)

의견 등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묵살되고,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문제

들은 사회 전체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프레이저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과 소수의 집단들의 의견이 평등한

참여와 사적이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시 재개발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이상적이고 논

리적이며 합리적인 도시 개발의 현상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

전체의 생산성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상업

시설들을 통해서 개발하고 재활성화 함으로서 전체의 활력과 상업적 이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주해야하는 주민들과 그들이

34) N.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iting democracy," Duke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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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를 수 없는 그들의 일상 공간들, 행정적 문제들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소수의 이해들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들의 삶을 개

선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상업적 공간으로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

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와 목소리를 듣고 그들

의 공간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을 띈 행정일

것이다.

현대 도시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고 그 것

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 문화나 역사, 관광지구

등의 명목 하에 도시 계획에서 혜택을 수여받거나 개발을 단행할 수 있

는 권한 역시도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권력의 표현이다. 전

제주의 국가 때 등장하는 추상적 공공공간과 다른 점은 현대 도시의 추

상공간들은 비-가시적이라는 것 뿐이다. 여전히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

하기 원하는 공동체들에 의해서 공간은 계획되고, 분할되고, 재분배된

다. 다만 그 주체가 ‘공공’이라는 불특정하고 모호한 집단에 의해서 결

정된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다.

논점 비판점

개념

남성위주의 사회구조에서 벗

어나 사적 이해관계나 주체

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버마스가 정의한 공공영역

에 대해 고정적, 배타적 관점

을 비판

주체

단일한 공공영역보다 다양한

공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공공선(common good)의 개

념의 모호성 비판

관계

강한 공중과 약한 공중을 모

두 포함해야 하며 그 관계를

파악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비판

접근성

사회적 불평등을 묵인하는 것

이 아니라 근본적 제거가 필

요하다

접근성의 모호성에 대해 비판

[표 8. 낸시 프레이저의 대안적 공공영역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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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K에너지의 CSR광고]

3.1.2 상품화된 공공성

공공성이 추상 공간의 생산의 새로운 전략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도시 공간을 장

악했고, 부동산을 동산화 하였다. 자본가들은 생산 수단이나 소비재들의

생산을 넘어서 공간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공

간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매겨지고, 도시 공간의 가치와 질을 높이기 위

해 ‘공공성’이라는 담론 자체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음에 주

목했다.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면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추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대다수 상업광

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기업에 제공하는 상품이나 소비재,

생산재들을 직접적으로 광고하지 않는다. 기업 자체의 이미지를 상승시

키고, 이를 통해 가시적이지 않은 이익들을 창출한다.

위 광고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을 지원하면서

새롭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한다. 대형 건축물에서 대지

의 일정 부분을 공개공지로 제공하여 도시 가로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

는 것 역시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로

환경 개선이나 도시의 물리적 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보장 받

는 용적률 상승과 같은 사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

축물에 공적인 기능을 전가시킴으로서 도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본가들은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 면적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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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애틀의 용적률 시스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은 건축적 공공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건축물이 가지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직

접적인 금전적인 이윤을 보장해준다. 1985년의 시애틀의 용적율 인센티

브 제도는,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공공을 위한 시설을 제공

할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둠과 동시에 기준 용적률(FAR)을 1,000%에서

500%로, 그리고 최대 높이제한을 400ft(122m)에서 240ft (73m)로 강화

하였다. 업무지역에서는 높이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기준용적률을

1,000%로 지정하고 다양한 보너스를 제공하여 최대밀도를 2,00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축적 공공성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이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공공성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소

비 공간 역시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합 시설내로 포함시

키는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 Banerijee는 이러한 현상이 복합 쇼핑몰

측에서 상업적 전략으로서 공공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공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끌어 들고 있다고 본다.35) 소비 공

35) Bannerjee,. “The future of public space”,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2001, p. 9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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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개공지 확보와 용적률 완화]

간의 문화적 기능, 공공 공간적 기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한 효율성만을 따지자면, 문화 공간이나 공적인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아트리움이나 실내 광장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 보다는

직접적 상업 가치를 창출 가능한 매장 면적 확보가 나을 것이다. 하지

만 소비 공간에서 다른 행위들이 수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보다

쾌적하고, 소비 공간에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공간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 정

보행 및 시민 휴식 공간 관련

진입부 및 바닥 높이 규정

건축선 후퇴부 관련 규정

공개 공지

보행 통로

녹지 공간 관련
대지안의 조경

옥상 조경

건물규모 관련

높이제한 완화

공공시설 조성에 의한 용적률 완화

공개공지조성에 의한 용적률 완화

[표 9 건축적 공공성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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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성의 추상공간화의 개념

3.2.1 공공성의 추상공간화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는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 공간

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활용되는 것에 기인한다. 일반적인 공공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공공인 것(official), 공통적인 것

(Common), 열려 있음(Openness)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추상화된 공

공성의 개념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의 공공성을 공간을 관리, 통제하

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공공인 것은 국가가 개입한 공공활동이

아닌 사적인 행위들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적인 활동이 아

닌 사적 행위들, 즉 사적 담론들은 공공공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한다. 공통적이라는 것은, 추상 공간에서의 동질화, 차이

를 배제하는 속성과 일치하며, 모호한 개념으로서 소속된 집단의 공

동체를 강화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활용된다. 열려 있음은 공

간 자체의 개방성이나 접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간의 접

근성을 높여 상업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접근가능

하다. 따라서 공공성을 띈 공간이 상업적인 가치와 상품화 가능한

교환가치로서 의미를 생산하며, 소비공간과 결합되어 복합 소비공간

에서의 공공공간적인 속성을 갖게 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소비 공간

이 ‘공공성’을 갖는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매개공간이나 전이공

간을 활용하여 도시 흐름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가로와 광장, 내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접근성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경우

가 많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공공성을 획득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공공성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국가가 개입한 공공 활동 사적인 행위들이 배제됨

공통적인 것

Common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 질

서

Common 의 모호한 개념

공동체를 강화

열려 있음

Openness
누구에게나 열린 접근성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표 10. 추상화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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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낸시 프레이저의 여론에 대한 비판적 개념]

3.2.2 공공공간의 공동체화

1) 여론의 공동체성

프레이저는 공공영역은 여론(public opinion)을 형성하는 곳으로 기능

해야 하지만 여러 대중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규정한

공익(common interest)이라는 것은 진실 되지 않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프레이저는 배제되었던 대중들(public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들이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말과 단어들을 통해서 의견이 표출될 필

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

인 개선을 도모하며, 사적 이해에 대한 존중을 통해 다중적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공영역의 개념과 프레이저의 대

안적 공공성의 개념을 토대로 추상 공간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본다면,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은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중심의

공공 공간’이다. 도시 공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공 공간들은 실

상 보통의 평범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지역주

민들이라는 ‘공동체’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할 때 불쾌감을 줄 수 있

는 요인들은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래 그림은 Los Angeles의 한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벤치 디자인이

다. “bum-proof” 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벤치 디자인은 앉기에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벤치에 누울 수는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

는 단순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트리트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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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bum-proof' bus bench, in los

angeles. (good for sitting, but the

bench's shape discourages individuals

from attempting to slumber) ]

니처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

일련의 비평가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국 도시에 살고 있는 빈

민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오락시설들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이들을 이전에는 이들이 점유하

고 사용하였던 공간으로부터 내쫓고 있다고 주장한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해변가, 쾌적한 공원, 배회로 등 예전에는 실제로

민주적인 공간이었던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36)

헤니건의 말처럼, 현대 도시에서 ‘공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민주적

이고 평등한 단어가 아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불리어지는 가로 벤치만

봐도, 노숙자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벤치 중간에 팔걸이를 둔다던지

곡선형으로 만든다던지 하는 디자인으로 변경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공간들도 마찬가지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소속된 초

등학교는 주변 낙후된 주거지역에서는 통학할 수 없도록 학부모들의 반

36) John Hannigan, 「Fantasy City :Pleasure and Profit in the Postmodern

Metropolis」, Routledge, 1998,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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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 학군배정에 대한 항의가 발생한다. 심지어 같은 단지에 속하지 않

은 주민이나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처럼 둘러싸여진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둘러가야 한다. 현대

도시 공간들은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특정한 ‘공동체’들의 공간을 형

성하고 있었다. ‘공공성’이라는 추상적 이미지가 만들어 내고 있는 또

하나의 추상 공간이다.

2) 공공성과 공동체의 차이

추상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공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공

공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

영역은 공동체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 ‘사회 공간’과는 궤를 달리한다.

먼저 공공성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영역’이라는 것은 동일

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조건으로 형성되는 사이의 공간이

라 할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간을 점유하는 가운데

그것들의 사이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공간이 통합되고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타자’의 존재

자체가 공공성 확보의 최소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37) 비교해 보자면,

도심 광장과 공원과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광장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

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하며 그 가운데 특별한 이벤

트나 사건들이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축제’

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결국 타자와의 만남이 전제되는 공간이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 축제가 발현 될 수 있는 초일상의 가능성을 갖춘

공공영역이다. 이것이 르페브르가 설명하고 있는, 체험된 공간이며, 일

상의 삶과 생활 세계에서 자신들의 삶을 타자와 공유하고 나누면서 공

간을 ‘전유’하는 전유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이다. 따라서 전유 공간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간적 실천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획득해

가야한다.

37)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류수연 외 2역, 이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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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공동체

범위 열려있음 바깥을 만들고 안을 형상화

가치
이질적인 가치를 가짐

그것들 사이에서 창조되는 것
본질적인 가치를 공유

매체 사건에 대한 관심 내면의 정념

[표 11 공공성과 공동체와의 차이점]

하지만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계획가, 건축가들은 ‘사용

자’라고 불리는 집단의 공간적 실천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사회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 실천에서 건축가는 자신의 공

간 안에 정착한다. 건축가는 이 공간에 대한 재현을 지니고 있으며, 이

는 백지와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구성단위 등으로 이루어진 그래픽과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인지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기

하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물체들이 놓이는 환경, 물체 그 자체, 기획이

객관화 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르네상스 이후 줄곧 가다듬

어져온 선 투시도법, 즉 고정된 관찰자, 부동의 지각 장, 안정적인 시각

세계로 이루어진 방식을 원조로 삼는다. 지각 장에 의해서 '무의식적'

으로 결정되는 건축 기획은 실현 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38)

이제 '사용자' 또는 '주민'이라고 하는 어설프고 악의적인 용어로

불리는 사람들의 공간을 살펴보자. 사실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강력한 암시적 의미를 지닌 단어조차 없는

형편이다. 공간적 실천은 이들을 언어에서 조차 소외시킨다. '사용자'

라는 말은 상당히 애매하고 수상쩍다. 사용이라니, 무엇의 사용을 말

하는가? 우리는 의복,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집을 사용한다.

교환 가치와 그것이 함축하는 내용에 대비해볼 때 사용 가치란 무엇

인가? '주민'이라고? 이 말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모두이면서 아

38) 고길섶, “공간의 문화정치”, 「공간화 사회 통권 14호」, 2000,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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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아니다. (빈곤한)'사용자'와 (소외된)'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요

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39)

결국 건축가의 건축 기획은 그 기획을 수용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건

축적 사고의 장에서 움직인다. 건축 기획이 타당성 검토에서 성공하여

실재화 되기 위해서는 숫자로 환원 가능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

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본과) 소통 가능해야 한다. 짧게 말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 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

험적으로 가까운 영역과 먼 영역, 주위, 환경, 사적인 것과 공공인 것의

관계 등과 관련된 질문들은 복잡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인들로

치부된다 아니면 아예 배제되거나 최소화 된다. 르페브르의 지적과 같

이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주도되는 다양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사

업과 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들은 어떠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되는 공간들은 그 공간을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높아진 공간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계층들을 위해 개발된다. 시나 정부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집단들에게 만들어낸 추상 공간을

판매한다.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공간들을 '공공 공간'을 표방하고 있

는 소비 공간으로 전환하여 도시에 내놓는다. 대중들은 이렇게 형성된

역공간과 디즈니랜드 식 공간 속에서 그들이 규정한 행동 범위와 절차

를 통해 공간에 대해 학습한다. 이렇게 비-가시적인 전략들을 통해서

공간화가 진행된다. 사람들의 '체험된 공간(lived space)'는 사라지고 무

엇을 경험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진 공간 속에서 질서 지워

진다.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에서 '도시계획과 재건축'의 실패를 분석했다.

제이콥스는 특히 도로와 인접지역의 파괴가 어떻게 도시 생활에서 습득

된,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치안, 어린이 교육, 접촉, 관계 다양

성등)의 상실을 초래했는지 비판했다. '녹색 공간', 즉 나무들이며 교차

39)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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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아닌 광장, 도심 안의 공원 같은 공간은 '공동체' 전체에 어느 정

도의 멋을 더해준다. 그 어느 특정인에게도 이익을 안겨주지 않는 이

같은 공간은 사라져가는 경향이 있다. 비생산적 소비는 투자를 촉발하

지 않는다. 오로지 멋만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과정은

퇴화로 이동하며, 주차장, 고속도로, 차고 등의 확장과 식목공간, 나무의

개체수, 사유지 공원 등의 면적 감소라는 대표적인 두 과정을 통해 도

시 공간 파괴에 도달할 수도 있다. 모순은 공간의 생산적 소비와 멋의

생산적 소비, 즉 비생산적 소비 사이에 자리한다. 자본주의적 '이용자들

'과 공동체에 속하는 사용자 사이에 자리 잡는다는 말이다.40)

현대 도시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공공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의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게 활력이 있는 공간으

로서, 공적 공간의 적절한 사적 전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인

공간은 다른 집단들을 배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고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이 상호교류의 조정이 필요하

다.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 역시도 진정한 사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

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어느 정도의 전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40) 고길섶, “공간의 문화정치”, 「공간화 사회 통권 14호」, 2000,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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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비 공간의 추상적 공공공간화

공간이 사유화되고 권력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시대를 지배하는

소비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소비시설은 발전했다. 모든 시설들은 소비 공

간과 연결 지어졌고, 사람들의 일상은 소비로 대체되었다. 이는 모든 일

상 생활공간이 소비 공간이 되고, 그들의 사적 공간은 소비를 위해 전

략적으로 계획되었다. 자본이 곧 권력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소비 공간

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발전했다. 양식의 소멸과 함께 그것을 대체하

기 위해 등장한 제품은 문화를 일상 문화와 고급문화로 구분하기 시작

했다. 소비와 결합된 문화는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문

화 역시도 하나의 권력의 표현 수단이자 상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상생활 세계는 무의미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수동적 공간으로 인식되

었다.

예전에는 땅을 팔거나 빌렸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용적을 사거나

판다. 아파트, 숙소, 방, 건물의 층, 테라스, 다양한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환 가능한 각각의 장소는 이렇듯 공급과 수요, 가격 형

성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업적 조작을 형상화한다. 비교 가능성

은 거의 동일한 '단위 공간'의 생산을 통해서 달성된다. 동질성은 승

승장구 한다. 하나의 숙소에서 다른 숙소로, 하나의 '단위 공간

'(cellule)에서 다른 단위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낀다. '모듈'(module)이론과 실천은 '모델'로 간주되

는 단위 공간의 생산을 무한히 반복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공간은

재생산 가능한 것으로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수직성, 원래 대지의

바닥면과 그것이 지니는 개별성에 대비해서 용적이 누리는 독립성은

문자 그대로 생산된 것이다. 41)

복합 소비공간은 ‘공공’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서 현대 사회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 특히 자본주

41)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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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에서 복합 대형 시설 특히 상업 시설은 실제 공공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Goss(1993)는 복합 시설이 민간 소유의 이익을 위해 만

들어졌지만 그 설계와 잠재적 기능에서 부분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부합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Gary and Gary(1999)는 복합 쇼핑몰에서의

다양한 현상이 공공과 민간 어떤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

중 공공공간’, ‘준 공공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공공공간

의 많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공공간의 여가적인 기능, 친교,

만남, 교제 등이 발생하며 전통적인 공공공간의 공원, 광장,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Banerjee(2001)에 따르면 오히려 사적 소유

주 입장에서 상업적 전략으로 이러한 ‘공공적’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고객

을 유치한다. Goss(1993)는 무료 화장실, 무료 이벤트, 휴식 공간 등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결국 복합 쇼핑몰은 그 규모, 설계, 기능에서 뛰어난 접근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1) 공공공간의 내부화

19세기 등장한 대표적인 소비 공간인 아케이드는 공간의 사유화의 과

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아케이드의 등장은 가로는 걷는 다수의

대중들을 위해 좋은 쇼핑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표면적

으로는 거리에 채광이 가능한 지붕을 둠으로서 기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쇼핑공간을 도시에 제공하고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가로의 사유

화’라고 볼 수도 있다. 기존의 가로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

히 특정 계층과 사람들을 위한 ‘소비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는 도시 내

에서 가로와 광장의 상실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적 공간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공적인 느낌을 가진 사적 공간이 자리하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근대에 나타난 도시정비 계획들은 지배 계층들이 도시를 그들의

목적대로 정비하면서 일상에서 공공공간과 가로의 기능들을 제한했다.

오스만의 파리계획안에서 "거지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한 끝없이 신화의

빛을 밝히겠다."라는 말은 계층을 구분함으로서 도시 조직을 지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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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가로의 내부화를 보여주는 파리 아케이드 ]

의 이익과 그들의 공공선을 위해서 조작하는 것이다. 이후 등장하는 근

대건축과 도시 계획들은 가로에 존재하는 생활과 일상의 요소를 배제하

고 단순한 통과교통의 장소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도시는 획일적 건물

과 기능 중심의 조닝, 교통로로 구성된 균질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다

양한 축제와 보행자들의 행위가 일어나던 공공공간은 지배계층의 의도

에 따라 ‘소비 공간’으로 바뀌거나, 특정 지역, 계층, 기능만을 담당하도

록 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공공간이 가졌던 여러 행위들과 기능은

분화되어 위락시설, 휴양시설, 소비시설과 같은 다른 시설로 등장한다.

공간이 사유화되고 권력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시대를 지배하는

소비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소비시설은 발전했다. 모든 시설들은 소비 공

간과 연결 지어졌고, 사람들의 일상은 소비로 대체되었다. 이는 모든 일

상 생활공간이 소비 공간이 되고, 그들의 사적 공간은 ‘소비’를 위해 전

략적으로 계획되었다. 자본이 곧 권력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소비 공간

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발전했다. 양식의 소멸과 함께 그것을 대체하

기 위해 등장한 제품은 문화를 일상 문화와 고급문화로 구분하기 시작

했다. 소비와 결합된 문화는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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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역시도 하나의 권력의 표현 수단이자 상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상생활 세계는 무의미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수동적 공간으로 인식되

었다. 19세기 이전의 유럽에서는 예술이라는 것은 상품이 아니었다. 예

술가들은 자신들을 후원해주는 귀족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과

생계를 유지했다. 이른바 페트론이라고 불리는 지원체계는 귀족이 예술

가들을 후원하고 문화를 생산하면서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자체가 귀족

적인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에 반해 19세기 이후 자본가의 등장은

귀족들의 페트론 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본가들은 자금을 지원하고 그

것을 통해 예술가들의 작품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만들어 내는 것이 목

적이었다. 그에 따라 예술 작품의 사회적인 위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작

품을 사고팔면서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

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케이드 공간의 등장할 무렵과 맞물려 예술이 사

고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자, 공간으로서 아케이드가 중요한 공간이다.

아케이드의 실내 공간은 예술과 문화가 상업과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기본적으로 가로와 같은 형태에 지붕을 씌운 구조로 구성된 아케

이드는 일렬로 늘어선 가게에 보행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

다. 몇 걸음 사이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상품을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한 요소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가나 디자이너, 예술가들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입면을 구성했다. 제화점, 신발가게는 온갖 색상의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고, 열쇠점의 간판은 6피트 높이의 금박 열쇠로 되어 있으

며, 스타킹 상점 앞에는 3미터가 넘는 스타킹이 걸려 있다.42) 이러한

모습은 일종의 시각적 스펙터클의 공간으로서 현란한 볼거리들에 익숙

해지게 되는 최초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20세기에 등장

한 테마파크에서 보여주는 과부하적인 스펙터클과 유사한 광경이다. 문

화의 상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문화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하

나의 권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모든 소비 공

간에서 문화나 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상품과 함께 문화를 판매하는 양

42)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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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상품이자 교환가치로 변해버린 문학작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 비평하는 풍자만화]

상을 보이며, 문화 공간 역시 소비 공간과 결합하여 변화하게 된다. 보

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도시 공간과 달리 아케이드는 사실상 부르주아

의 외부화 된 거실이었으며, 효과적으로 저주받은 실내를 대도시의 외

부로 추방시키는 것이었다. 벤야민과 라치스가 나폴리-집의 실내에서

공공의 외부로의 이동이 영구적인 축제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

각했던-의 노동계급 이웃에게 발견했던 다공성과는 달리, 여기 도시환

경은 부르주아 주거공간의 정지된 삶 또는 죽음 본능으로 변환된다.43)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근대화로 인해 도시 물리 환경은 일상을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재산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었고, 그 결과 공

공공간이라는 것은 남의 것도 아니지만, 내 재산도 아닌 공간으로서 방

치되어 버렸다. 일상의 욕구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탈의 발현장소

였던 공공공간이 자본과 연관된 사적 공간에 의해 침탈되기 시작하면서

공간의 상품화가 가속되었다. ‘아케이드’ 라는 내부화된 공공 소비공간

43) Brian Elliot, 「Thinkers for Architects "Walter Benjamin"」, 이경창 역, 시공

문화사, 2012,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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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은 '자본'이 가지는 힘과 그것 자체가 사회에서 권력 요소로 대

변되며, 같은 크기 같은 품질로 동질화되어 나뉘어진 공간 역시도 각각

의 가치가 평가되어 상품처럼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소비행위의 쾌적함을 위해서는 공공공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공간의 사유화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전략으로서 공공공간이 상품화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대지를 장악했고, 부동산을 동산화 했으며, 이를 통해 이

부문은 중심이 되어갔다. 자본은 이제 고전적인 유형의 생산, 즉 생산수

단이나 소비재 생산을 떠나 공간의 생산으로 몰려들었다. 더 이상 공간

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여가와 일탈을 위해서

도 자본을 통해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자본의 순환고리 속에 포

섭되어야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성으로 포장된 공공공간들은

대부분 '테마'와 '지역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세우고 소비 행

위로 채워진다. '공공성'이란 말 그대로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려있음' 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간의 개방성, 공공성, 다양성

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미 공간은 상품처럼 점유와 소비하는 주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열린 공간을 의도하고, 점유하는 주체가 있다는 다

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상성은 일상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합하고, 또 일상성에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도 통합한다. 좀 더 완전한 일상성을 염원하며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도 곧 일상성에 의해 덥석 물려 삼켜진다. (...)

이 소비는 과거에 의미를 추구하던 어떤 것들을 삼켜버렸다. 지금

사람들은 의미를 청산하고, 의미의 추구를 우스꽝스럽다고 선언하고,

부조리·현실·합리성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한다.44)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의 생활 세계와 합치되는 일상들이 생산하는 공

간이 아니라 철저히 목적성과 의도를 내포한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그

44) Henri Lefebvr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파랑, 2006,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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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일상성의 지배와 공간의 동질화 ]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과 공간과의 관계는 붕괴되고 일-방향적인

공간만이 남겨진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제공된 공간을 소비하는 소비

자로 전락하고 선택과 생산으로 부터 소외된다. 공간마저 소비하는 시

대가 된 것이다.

2) 역공간 liminal space

현대 도시에서는 쇼핑몰이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가능성이 높은 공공

공간으로 등장한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부흥과 자동차 보유

가구의 증가는 거리 개념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물리적 팽창을

가져왔고, 교외에는 주차장을 동반한 쇼핑 목적의 대형 시설들을 발달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형 소비 공간들은 이용자들의 출입이나 구매

를 통제하기 쉬운 아트리움의 형식을 띄면서 공공공간을 실내화 하였

고, 문화 공간이나 공원, 광장 등의 오픈 스페이스 형식의 공간들을 매

개로 하면서 ‘소비 가능한 사람들’의 접근 편의와 ‘소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배제를 동시에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속성의 공간을 역공간

이라 부른다.

감시와 배제 공간의 상품화

역 공간

liminal

space

영역성

계층화

사용자간의 감사

공간의 교환가치화

문화, 여가 공간의 표방

[표 10 역공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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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소비공간과 도시 공공공간의 결합과 공공공간의 상품화]

역공간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해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

자체가 상업적 의도에 의해 허물어진 상태다. 역공간은 매개 공간의 형

식이나 위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공적영역이나 사적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애매한 중간 상태에 위치한다. 이러한 특성을 ‘역치

성’(liminality)이라고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어진 자극이 의식되는 한계를 뜻하는 자극역(limen)이

라는 개념을 빌어 ‘역’을 “한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 혹은 카테고리

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옮겨갈 때 겪는 통과의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주킨(Zukin)은 이러한 역 공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

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소비 공간이 역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의 대형 소비 공간에

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적 이미지를 덧 씌우는 형식들이 공간의 역치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은 대량 소비를 등장시켰고, 이는

물건 판매를 위해 대형의 쇼핑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파리의 봉마

르쉐(Bon Marche)는 이러한 요구에 응대한 건물유형의 시초에 해

당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빛으로 가득 찬 대형 오픈공간이

건물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다. 마크 핌롯(Mark P imlott)은 이 오픈

공간이 민주적이며 스펙터클한 성격을 지닌다.45)

역공간적 속성을 가진 현대 소비 공간은 도시에서 광장의 기능을 수

45) Mark Pimlott, 「Without and Within」, Ram Pubns & Dist, 2007,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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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소비공간의 공공공간화의 과정]

행하며, 가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도 흡수한다. 역공간은 아케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새로운 시설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대 소비 공

간은 복합화, 대형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상업적인 행

위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이고 도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등은 현대 도시에서 더 이상

소비 행위만이 기대되는 공간이 아니다. 마샬필즈 백화점은 이러한 소

비 공간의 복합화와 공공성과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쇼핑객들을

위해, 라운지, 탁아 서비스 등의 공공적인 기능을 담으려는 시도를 하였

으며, 특히 공공의 소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형오픈스페이스에서

오케스트라의 공연, 각종 전시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티파니돔

아래 천창 빛이 쏟아지는 수직으로 높이 솟은 내부공간은 그 자체로 쇼

핑객들에게 대도시 경험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그런데 천창을 통해

이 내부 공공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은 구조물을 거치면서 자연광 보다

부드러워져서 마치 스튜디오 조명에 가까운 것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도시 공간의 분위기를 풍기게 만드는 기능을 했

다.46) 이처럼 소비문화가 근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쇼핑의 공

간인 소비 시설이 자연스럽게 도시의 공공장소의 역할을 담당한다.

46) J. Fredrich Geist, 「Arcades: the History of a Building Type」, the MIT

Press, 198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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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의 양상과 의의

4.1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를 보여주는 도시 공간

4.2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형성요소

4.3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의의

4.1 공공공간의 추상 공간화를 보여주는 도시 공간

4.1.1 도시 공공 공간

1) 도시 광장

도시 광장은 대표적인 공공공간이다. 도시 광장의 정의는 도시민에

게 창조적인 생활의 장으로서, 외부 생활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장은 물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작은 도시의 전원이나 대도시의 중심광장, 거대도시의 기념 광

장 등은 모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행자들을 위한 집합장소로

서 상호 접촉을 통한 인간상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위험한 교통으로

부터의 해방과 복합한 도로의 긴장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장소로서

의 역할을 수행한다.47) 광장은 힘과 권력이 표현되는 공간이자, 그와

상반되는 저항과 혁명의 공간, 놀이와 축제가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존

재했다. 공공공간으로서의 정치적, 상징의 공간으로서 광장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가 권력의 전시 공간으로, 또 다른 시기에는 시민들의 공론

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 공간에서 가장 ‘공공성’

을 갖추기 위해 계획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의 예를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광

화문 광장은 디자인 서울 사업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디자인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육조 거리’와 같은 조선시대의 시민

들을 위한 공간을 다시 되돌려 준다는 취지하에서 서울시내에서 ‘차이’

47) Paul Zucker, 「Town and Square」, First Edition, John Wiley & Sons, Us. ,

197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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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광화문 광장의 공간 구성 ]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하였다. 광화문 앞쪽 세종로 일대를

34미터 길이 55미터에 이르는 거대 장방형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

선시대 육조거리를 복원한다는 내용이었다.48) 하지만 광화문 광장의 조

성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추상 공간적 전략들을 발견할 수 있다. 르페

브르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이러한 형태의 광장 조성 행위를 새로운

권력의 상징공간을 구축하는 기호적 실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먼저, 광화문 광장의 입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기 전 육조거리는 전근대 사회의 권력 중심부였으며, 오늘날의

광화문 광장은 인근에 청와대, 정부청사 그리고 미국대사관 등이 있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권력의 중

심부이자 상징적인 곳에 자리한 광화문 광장은 시민에게 ‘전유’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기 보다는 애국심과 국가 권력을 표출시키기 위한 국

가 ‘소유’의 공간에 가깝다. 이를 위해 여러 기호 체계들로서 공간의 의

미를 부각시킨다.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광화문 광장이 그 공간에서 의미를 관리하

고 통제한다는 말은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간의 기능과 행위

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전유 공간으로서가 아닌 추상공간으로서의

광장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광장으로서 사람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전유하고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기념물과 사진을 찍거나 역사적

유적지(경복궁)나 또 다른 공적 공간(청계청, 미술관)과 엮인 대한민국

48) 서울시설 공단 홈페이지 광화문광장 소개 참조 http://square.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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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광화문 광장에 적용된 추상 공간적 특성들 ]

의 전시공간처럼 보인다. 전유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예로

서 플라워 카펫이 잔디밭으로 바뀐 것은 공간에 대한 시민의 출입을 더

욱 자유롭게 한 조치로 보인다. 꽃으로 가득 차있을 당시 플라워 카펫

은 당연히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잔디밭으로 바뀐 뒤에는 출입

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잔디밭

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쉴 수는 없는 공간이다. 넓

은 면적을 가졌지만, 어디에도 햇볕을 가려줄 곳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는 없는 단지 보고 지나쳐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

다. 결국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을 규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여유롭고 한가한 ‘마음’만을 가지

고 광화문, 경복궁, 또는 그 너머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모범 시민’으로

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도시 광장에서는 어떠한 사적 행위들도 적극적으로 일

어날 수 없다. 국가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호와 상징들과

광장 조례를 통해서 국가에서 허락하는 행위와 집회만이 허가 가능하

며, 벤치, 그늘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적 쾌적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

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 속 여가 생활이나 휴식 공간으로 전유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공공성의 추상공간화 현상으로 만들어 지는

도시 공간들은 과거의 자본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던 추상 공

간과 기본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목적으로 찾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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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특별한 기능이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 이러

한 형태의 공간은 절대왕정 시대나 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졌던 ‘과시

형’ 광장과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며, ‘공공성’이 표방하는 전유공간적인

속성은 부족한 추상 공간의 형태이다. 앞서 정리했던 추상화된 공공성

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광화문 광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

석 할 수 있다. 먼저 공공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적인 행위가 배

제되는 특성을 보인다. 전유 할 수 없는 잔디 광장과 빈 공간을 가득채

운 국가 중심적인 기호와 상징들은 생활 세계의 일상 공간으로서 쾌적

성 및 편의성이 부족하다. 또한 광장 조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위의 제한과 공간의 통제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공익’, ‘공공성’이라

는 이름으로 사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위생화 된 공간이다. 공통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면,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특성을 찾을 수 있

다.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에서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입지하여, 공간

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가 부각되며 빈 공간을 가득 채운

국가 업적 및 성취에 관한 기념관, 상징물들은 단순히 ‘광장’으로서 기

능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국가전시관’의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접근

성의 차원에서도 부족한 모습이다. 지하철 역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대

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모습이지만, 4차선 도로에 둘

러 싸여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섬과 같은 형태를 띈 것은 공공성 구현

에 있어 기본적인 물리적 속성인 접근성이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추상화된 공공성 광화문 광장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사적 행위의 배제

전유 할 수 없는 잔디 공간

광장조례를 통한 제한적 이용

쾌적성 및 편의성 부족

공통적인 것

Common

Common 의 모호한 개

념

공동체를 강화

권위적인 이미지 형성

세종대왕 / 이순신 동상

여러 국가-관료주의적 속성

열려 있음

Openness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접근성의 차원에서 부족한 모습

교통광장의 형태로 존재하며 섬

과 같은 형태

[표 13 광화문 광장의 추상화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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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서울역사의 개발로 인한 동선과 프로그램의 변화 ]

2) 교통 인프라 시설

교통 인프라 시설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적인 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가능성과 대규모 인원을 수

용하기 위해서 역전 광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기 공간과

발권을 위한 공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비 시설과의 결합된 형태

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인 철도역사는 다

른 지역을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접근하고 이용하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인프라 시설들이 노후

화 되면서, 역사 환경 개선과 동시에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민자 역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KTX도입과 함께 신역사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

공간으로서 서울역의 역할도 변화했다. 신 서울역사가 개발되면서 변화

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선의 효율화이다. 서울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쇠한 역사를 박물관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그

앞에 있던 광장, 그리고 지하철을 연계하여 새로운 역사를 건축했다. 또

한 역사 건물과 연계한 대형 쇼핑몰을 통해 낡은 역사 건물로는 통제하

기 힘들었던 대규모의 인원들과 행위들을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구 역사와 역전 광장과의 연계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

하철과 신 역사와의 연계 그리고 쇼핑몰과의 연계 등은 구 역사와 광장

을 이용하던 다수의 홈리스들과 시위대 등의 행동반경을 축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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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구 서울역사의 동선 ]

광장과 신 역사는 동선 상으로 분리되고 시각적으로도 연속적이지 않

다. 따라서 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위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참

여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상 제 3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여겨

진다. 신 역사 공간은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교묘하게 결탁하여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기차역이라는 기능은 유지하고 최신의 시설을 확

보함은 물론 민간은 상업시설을 연결시켜 그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식으

로 사업을 벌인다. 또한 정부는 홈리스나 시위대와 같은 다른 ‘계층’의

무리들이 벌이는 사건이나 골치 아픈 것들을 쉽게 통제하고 감시 할 수

있으며, 새롭게 정비된 시설에 맞게 개방 시간을 정하고, 머무를 수 있

는 공간들을 없애버렸다.49)

구 서울역사의 동선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먼

저, 역사 외부에 위치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광

장으로 접근한다. 다음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한 후 역사 앞의 광장이나

대합실에서 기차 시간까지 기다린 후 플랫폼에서 탑승하는 구성이다.

이때 역사 앞 광장이 가지는 공간적 역할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간일

뿐 아니라, 타자들과의 만남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만남의

광장'이라는 관용 어구처럼 광장으로서 개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이

용되는 공간인 동시에 타자들의 행위와 만남이 기대되는 공간이다. 또

한 이때는 기다림을 위한 시설들이 존재하고, 교통의 연계가 중요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흐름 자체가 더욱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신 역사를

개발하면서 '효율적'인 동선으로 변화했다.

49) 제이콥스는 가로의 감시자(eyes on the street)라는 개념에서 자연적 또는 무의

식적 상호감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

고, 가로에 속한 사람들과 내부 사람들이 함께 범죄의 방지에 기여한다고 주장

한다. 보행자들의 역할은 경찰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방어공간을 조성하는 구체

적인 방법은 자연적 감시, 영역성, 접근 통제와 경계 강화, 안전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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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서울역 광장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면서 광장은

그 역할을 상실했고, 광장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역시 쉽게 인지가 어렵다. ]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지하

철 1호선과 4호선 '서울역'의 지하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만 타면 광

장은 거칠 필요도 없이 신 서울역사의 내부에 도착한다. 지하철에서 기

차로 '환승'하듯이 효율적인 동선을 구축함으로서 그 '사이'에 존재했

던 광장이나 기다림의 공간들을 사라졌다. 「철도여행의 역사」에서 나

오는 구절처럼, 기차의 발명은 도시와 도시간의 사이 공간을 소멸시키

고, 그 가운데 속해있는 것들은 액자에 박제화 된 파노라마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말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율적'동선 역시도 마찬가지의 개

념이다. 광장에 참여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은 신 역사와 함께 개발

된 쇼핑센터들로 흡수되었다. 신 역사는 구 역사가 만들어낸 도시의 흐

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쇼핑몰 등을 유치하여 소통의 공간

으로 만들고자하는 대의적인 명분과 역사 수익 창출, 시설의 현대화를

표방했다. 하지만 그 결과 공적영역으로서 서울역 광장은 사라졌다. 주

변부의 상업시설이나 어쩌면 더욱 인간 생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

는 예매 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인해 기다림이 필요 없이 기차를 '환승'

하고 떠난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혜택의 이면을 들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유하고

있던 공간들이 추상화되고, 일상 속 가능한 행위들이 모두 '소비'로 귀

결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전략들을 통해 공간은 내밀화되고 권력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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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실내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타일과 좋은 채광 그리고 대 공간을 형

성하여 마치 광장과 유사한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

구 서울역사 앞에 존재하는 광장 대신 신 서울역사 내부에는 거대한

실내 광장을 형성시켰다. 특히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역사의 공간 가

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매표 관련 시설들이 자동화 되면서, 실내 광

장의 크기는 더욱 확장되었다. 규모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나 예전의 역

사 앞 광장의 기능이 기대되지만, 내부화된 광장에서는 철저한 위생화

가 진행된다. 시간에 맞추어 효율적인 동선을 활용해 역사 내로 진입하

게 되면 실내 광장과 결합되어 있는 소비 시설과 연결된다.

백화점, 롯데 마트, 음식점 등과 연결되어 있는 실내 광장에서는 사람

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위나 사적 행위가 나타날 수 없는 공간이다.

깨끗하게 정비된 바닥과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홍보

부스, 자동차나 새로운 전자제품의 시연회 등이 펼쳐지는 공간은 ‘광장’

과 같지 않다. 아니, 오히려 백화점 앞에 존재하는 역 공간들과 같이 상

품 판매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 ‘효율적’ 동선을 통해 서울역사 내부

의 광장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또 다른 소비 공간과의 대면에 의해 분산

된다. 전자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진 매표소의 공간적 점유는 내

부 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시설로 바뀐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상품이나 중소 기업전, 자동차 전시 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내

부 광장 중앙에 큰 비율로 자리한 실내 공간은 진입한 사람들을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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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좌측으로 펼쳐져 있는 패스트 푸드점

과 대형 쇼핑몰로 연결되는 통로는 존재하지만 내부 광장에서 잠시 앉

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코레일 회원들에

게만 주어지는 비밀스런 VIP 대기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론, 기차역

의 특성상 이동하는 출발과 도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크기 면에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간이 여타의

일반적인 광장과 같이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하지만 구

역사가 가지고 있던 광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동선의 효율성’이라

는 측면과 그에 반해 더욱 대형화된 신 역사 속 ‘내부 광장’에서는 어떠

한 유사한 행위도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 역사의 개발 이후 여

러 곳에서 민자 역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 공간이 공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잠식하여 공적 기능을 소멸시켜버리는 사례이다. 앞

서 다루었던 소비 공간 자체에 공적인 속성이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공

공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생산된 공간을 ‘효율성’과 ‘위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 공간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공간을 파편화하고, 구분 지으

면서 개개인의 사적 행위들을 몰살시키는 현대적 추상공간의 개발 형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50)

서울 역사의 특징은 크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개의 광장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외부 광장은 일반적인 도시 광장과 유사한

역할이 기대된다. 신 역사 개발 이전 구 역사의 공간 구조를 살펴봤을

때 서울역 광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기

능했다. 하지만 신 역사가 개발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지하철 출구가

광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지상에서 모인 이후 매표공간으로 가는 것

이 아니라, 지하 출구와 서울역 내부 공간과 직접적, 혹은 광장을 거치

지 않고 접근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역 본연의 ‘기

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피한다는 측면에서나 동선의 효율성

50)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합 민자역사 개발은 철도청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하

고 좁은 역사(驛舍)를 바꾸려는 사업. 역사를 유통, 문화, 위락시설 등 쇼핑과 문

화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왕십

리, 공덕, 청량리 등에서 진행,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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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역사 진입동선과 외부 광장의 차단]

의 차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외부 광장의 공공적인 기능을

크게 떨어졌다. 광장을 거치지 않고 내부공간으로 진입함에 따라 광장

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내부화된 실내 광장

에서는 일반적인 소비 공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부 광장과 유사한

형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추상화된 공공성 서울 역사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사적 행위들의 배제

내부 광장 : 특정 계층 (홈리스,

시위 군중)들을 차단

공통적인 것

Common

Common의 모호한 개념

공동체를 강화

공공공간의 내부화

파편화된 개인

내부 광장과 외부 광장과의 단절

열려 있음

Openness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내부 광장 : 소비 공간과의 결합

대중교통과의 연계

높은 접근성

[표 14 서울 역사의 추상화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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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복합 소비 시설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서 공공시설은 전통적으로 광장이나 도서관, 미

술관과 같이 공권력과 관계있거나, 시민계급의 시설로 전유되어 왔고,

민간시설은 주거, 소비, 상업 시설 등이다. 하지만 상업공간의 도시 공

간 속에서의 절대적인 확산과 공간의 상품화, 공간 자체의 접근 가능성

을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해 지면서 민간-공공시설이라 부를 수 있는

역 공간(liminal space)들이 등장한다. 공권력이 도시 전체를 유지, 관리

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과 결합하여 적절한 공공공인 공간을 제공하면

서, 민간 시설들을 그들의 접근과 인구 집적, 유동성 등을 대상으로 상

업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기관들은 효율성과 관리,

통제,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며, 여타 도시가 비슷한 경관을 형성

하는데 일조한다. 예를 들면 역사 건축이나 대형 쇼핑몰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설에서는 공공영역의 속성과 호텔, 주거 등의 시설과

함께 상업적 공간이 혼합되어 자율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의 접근과 침입을 차단한다.

광장은 소비자가 정보와 소비, 그리고 감성과 쇼핑 공간간의 상호 소통

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대형

쇼핑공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영역성’이라는 단어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영역성은 인간의 일상적 행위를 안정 시켜 주며 장소나 대상의

조절을 통해 자기 자신 또는 그룹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고, 타인의

불의의 침입을 막아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영역이란 고정된 구역으로서

개인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못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이다. 영역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공간의 속성을 규정하고 방어하는

행동을 영역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영역과 영역행동을 통틀어서

영역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영역성은 장소나 물건을 개인화

또는 상징화를 통해서 자신과 타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현대적 추상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역

공간에서는 이러한 영역성에 대한 전략들을 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

적인 기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방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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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 공간에서 대표적인 대형 복합 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쇼핑

몰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며 대중들의 접근성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

다. 쇼핑 몰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로운 선택과 소비 행위를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의 의식, 소비 활동 외에 문화, 교육적인 기능에

이르기 까지 소비 이상의 활동을 제공한다. 하지만 ‘쇼핑 몰’을 감시와

이용자의 행태를 규정하여 권력이 거의 완벽하게 이행되는 곳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51) 물론 도시 광장과 같이 완벽하게 도시 공간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니지만, 소비 시설의 확대로 인

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흡수하면서 공간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과정

에서 광장이나 가로와 같은 공공공간들을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능성과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합 소비시설에서 찾을 수 있는 ‘공공성’과 관련된 요소는 외부 도시

공간과 내부 공간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매개

공간을 형성하여 도시와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내부로

유도한다. 쇼핑 몰이 ‘공공성’을 소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건축적 장치

는 매개 공간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공성을 띄기 위한 요소들 가운데

접근성과 연계성을 극대화 하여 고객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소비를 원활

히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요소 입체복합시설 매개공간 기능

위요공간 아트리움, 광장, 선큰, 공원 휴식, 이벤트

연결축 에스컬레이터, 아케이드, 데크, 브릿지, 보행로 보행

유인시설 메가스토어, 테마파크 동선 유도

[표 15 복합 시설의 매개공간의 요소]

51) 신병윤, 최임주, “L.A 학파 이후의 포스트 모던 공적공간유형의 공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연합 논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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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매개 공간의 요소]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인접한 영등포역에서 접

근할 수 있는 보행로 정비와 진입부에 위치한 외부 광장, 아트리움, 메

가 스토어 등의 매개 공간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전면 광장을 통해 실내 공간으로 접근하면, 대형 아트리움 공간과 마

주한다. 실내 광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트리움 공간은 자연 채광

을 이용하여 개방감과 도시 외부의 환경과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

러일으킨다. 이렇게 모호하게 치환된 경계감각은 도시 광장에서 찾을

수 있는 행위들을 수용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며, 도시 인프라와의 편

리한 연계, 쾌적한 실내 환경 등을 확보해 주면서 이상적인 공공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미 내부화 되어 버린 공공공간들은 소비 공

간에서 필요에 의한 행위들만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갖는다. 소비

를 자극하기 위한 이벤트나, 공간적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는 효과 등을

사용하여 테마파크와 같이 비일상적인 축제만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내부화된 공공공간은 도시와 대중, 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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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1층 원형 아트리움]

적인 소통이 어려우며, 그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비 공간에

포섭된 소비자의 일원일 뿐이다. 소비 시설의 공공공간화는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기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성

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에서 출발하

기 때문에, 공공공간에서의 인간의 자유와 사적 행위의 배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고, 실제로 이

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민간 소유주에 소속된 사적공간이다. 따

라서 Christopherson(1994)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은 결국 각 이용자들

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운영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행동

을 제한하고 있으며 Banerjee(2001)은 공공은 각 매장의 고객으로서 환

영을 받을 뿐이고 모든 공간은 경비원과 감시카메라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Lewis(1990)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공간은 계급,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많은 차별이 존재

는 사회적 공간으로 보이지 않게 행동, 의상, 동선까지도 좌우된다고 주

장한다. Erkip(2003)은 복합 쇼핑몰이 도시빈민층에게는 공공공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직 사적영역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Urry(1990)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복합쇼핑

몰을 벤담의 팬옵티콘과 유사하다고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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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의 추상화된 공공성은 일반적인 복합 소비공간에서의 속성

이다. 앞서 신 서울 역사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하며, 내부 광장과

외부 광장으로 구분되어 뛰어난 접근성과 공간적 연계를 보여주지만,

타자와의 교류가 일어나거나 사적인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공간과는 거

리가 멀다. 오히려 편안하고 쾌적한 소비를 위해 적당한 공간감과 편의

를 제공해주는 공간으로서 ‘공공공간’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상화된 공공성 타임 스퀘어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사적 행위의 배제

내부 광장은 상업적인 행사와

활동만을 허용

소비 공동체 외의 타자를 배제

공통적인 것

Common

Common의 모호한 개념

공동체를 강화

공공공간의 내부화

파편화된 개인

소비를 통한 동질성 형성

열려 있음

Openness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내부 광장 : 소비 공간과의 결합

대중교통과의 연계

높은 접근성

[표 16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추상화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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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상공간화의 양상과 형성요소 : 요새화

“이 도시는 악의로 가득 차 있다. 잘 단장된 웨스트 사이드의 잔디

밭에는 ‘접근하면 발포함’이라는 무시무시한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골짜기와 언덕에 있는 부자 동네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

장한 청원경찰과 최첨단 전자감시 시스템이 보호하고 있다. 도심에

서는, 공공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르네상스’가 감히 접

근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성을 지어놓고, 흉벽과

해자를 통해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격리시키

고 있다. 이들 중 주로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인들이 거주하는 몇

몇 지역은 경찰이 바리케이드와 검문소 등을 동원하여 다시 봉쇄해

버렸다. 헐리우드에서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도서관을 마치 외인

부대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다. 와츠에서는 알렉산더 하겐이라는 개

발업자가 현대의 판-옵티콘이라고 할 만한 절대로 안전한 쇼핑몰을

만들었다. 이 쇼핑몰은 중앙 탑에 자리한 경찰지서가 감독하고 있는

움직임 탐지기와 강철로 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소비주의의 감

옥이다. 한편 도심에서는 관광객들이 흔히 호텔로 착각할 정도 엄청

난 규모의 새로운 연방감옥이 들어섰다.”52)

데이비스가 언급하고 있는 요새라는 것을 트레버 바디는 ‘유사도시’라

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유사 도시’는 거리를 대체하는, 지하 및 고가

보행로 구축에 의한 새로운 보행체계가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서 디즈니

랜드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지만 장 보드리야르가 지적하고 있듯이 미

국 전역이 디즈니랜드가 된 오늘날은 수많은 도심지역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구조이다. 이 유사도시는 도시에서는 사회 모든 계층이 공존

하는 최종보루라 할 도심 거리들을 대체한 ‘지상 및 지하의 봉쇄영역’

공간으로서 바디에게 이런 공간의 출현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52) Mike Davis, “Fortress Los Angeles: The Militarization of Urban Space”, in

Michael Sorkin, ed, Vanations on a Theme Park The New American City

and the End of Public Space, Hill and Wang, 1992, 강내희, “유사도시,역공간,

사이버공간;결연의 실험장”, 「문화과학 7호」,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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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행사할 공공영역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53) 여기서 중요하

게 살펴 봐야하는 것은 이 공간이 치밀한 통제와 감시 하에 있다는 것

이다. 가난한 사람과 같은 도시의 구성요소를 주변지역으로 내모는 축

출작업은, 도시설계가 전문 영역으로 정착하는 20세기 초기에 더욱 확

고한 기능을 획득한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단일 용도를 부여하여 도

시를 구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있는 행정구역(도시 중

심), 노동구역(공장지대 또는 업무지대), 휴식구역(멀티플렉스, 스포츠센

터, 미술관, 문화유적지)과 소비구역(쇼핑센터) 등으로 부터 가정을 꾸

리는 공간(교외의 베드타운)이 분리된다. 집 역시 단일 기능으로 가진

방들로 나누어진다. 물리적인 공간은 미리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들의 죽음과 삶」이 나오

기 전까지 도시계획의 정설로 통하게 된다.

현대 도시 공공영역은 요새화 되었다. 도시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들

은 사적 행위를 배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요새

이다. 사람들의 자율적인 공간적 실천을 저해하는 규제와 조례를 통해

공간적 가능성을 제한하고, 테마파크와 유사한 스펙터클의 이미지를 통

해서 소비공간의 형태를 복제한다. 국가 소유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제 행사와 국가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모이기 보다는 소비 공간처럼 개개인이 파편화 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보다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행사가 존재할 때 목적성을 가지

고 방문하는 공간이 된다. 공공영역의 속성을 가지게 된 소비 공간의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공공공간적 속성을 표방한 사적공간으로 불리는

역공간은 현대 소비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건축의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접근성의 증대, 도시의 흐름 수용, 연속성의 확

보 등의 장치들은 소비 공간으로서의 상업적인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

줄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제시하였다. 때문에 공공영역의 속성을 일부 복

제한 소비 공간들은 소비행위를 즐길 수 있는 집단들에게 보다 쾌적하

53) Trevor Boddy, “Underground and OVerhead. Building the Analogous City”,

in Michael Sorkin, ed, Variations on a Theme Park6,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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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상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도시민으로서

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하지만 서로를 복제하고 있는 공공영역과 소비 공간은 자신들이 표방

하는 가치를 보호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요새화 전략을 취한다. 국가

중심의 공공공간들은 국가의 이익과 지배 계층의 이익이 다수의 ‘여론’

처럼 간주하고 공간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는 광장 조례나 집시법등의

행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광장과 같은 도시 공공

공간은 일상 속의 전유 공간이 아니라 국가 행사가 펼쳐지는 공간, 특

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기념물을 구경

하러 가는 곳으로 되어버렸다. 소비 공간은 공공영역의 가치 가운데 상

업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시 공간에서 즐기지

못했던 광장이나 공원보다 더욱 쾌적한 ‘공공공간의 허상’을 소비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접근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공공공간의 허상에는 소

비 공간이 허용하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팬옵티콘과 유

사한 구조로 구성된 내부 광장에는 곳곳에 숨겨진 감시카메라와 경비원

들이 공간을 감시하고, 의도되지 않은 행위를 차단한다. 이처럼 두 공간

들 모두 의도에 의해 형성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가능성

을 제한하고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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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광장의 사용 허가 절차]

4.2.1 제어된 행위

1) 행위의 통제

공공성의 추상공간화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공간에서는 행위의 자율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다룬 도시 광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상

속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계층, 유형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유할 수

있는 사적 행위들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여러 가지 기호들과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일상 속

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찾아가더라고 쉴 수 있거나 개인적인 행

위를 펼치기에는 제약이 많다. 서울 광장도 마찬가지이다. 교통 광장의

형태로 도로에 의해 둘러 싸여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 광장에서 펼쳐지

는 행사를 보면, 국가 중심의 행사거나 관에서 주관하여 펼쳐지는 행사

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광장 조례법에 의해서 행위들에 제한

되기 때문이다.

광장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명목을 빌미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

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5월 4일 서울

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54)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

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후의 행사 빈도에

서 여전히 광장 조례 개정안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광장사용이 허가된 행사 481건의 행사 중 65%인 312건이 서울

시 등이 주도한 관제행사였다. 특히 2008년에는 광장 사용이 허가된 행사

54) 김규원, ‘시청광장 조례안’ 시의회 통과/시민단체들 “법적대응 검토,” 한겨레,

2004.05.06, 05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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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위, 연합뉴

스, 2009, 8월 3일]

중 75%가 관제행사였다. 2007년에는 한 해 동안만 735건의 관제행사가 허

가되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씩 관제 행사를 연 것이다. 김 의원은 3일 "

서울광장엔 시민이 없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시

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관

제 행사로 서울광장이 채워지고 있는 동안 시민사회단체 또는 야당이 추진

한 행사들은 불허되었다.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이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

령 추모행사가 '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고, 6월에는 '4대강의 생

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한마당' 행사가 불허되었다. 또한 시민들이 자

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서울광장에서 자취를 감추었

다.55)

복합 소비 시설 역시 도시 공공공간과 마찬가지로 접근성, 연계성,

쾌적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공공공간적인 성격을 갖는다. 도시 외부공간

의 흐름과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내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매개공간, 전이공간 등을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내부

화된 가로와 광장들에서는 여느 공공공간과 다를 바 없이 이벤트와 축

제가 펼쳐진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은 극히 제한적이

55) 이주연, 시민 없는 서울광장... 65%가 관제행사, 오마이뉴스,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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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품을 홍보하기위한 프로모션의 장이거나,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

경품 추첨이벤트나 관심을 끌기위한 문화행사,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일

상 생활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 방문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늘

이 기대되는 벤치나, 도시락을 싸들고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현대 도시공간에서 ‘공공 공간’이라는 속성을 가진

다는 것은 공적인 행위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공공공간에서 나타는 사적인 행위는 예측되지 않고, 변수를 형성하고,

공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결국 현대적 추상 공간에서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기능과 행위와 공간의 역할을 정해준다. 이는 공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차원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에서 일

어나는 행위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정짓는 것은 공공공간에서는 공적

인 행사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적 행위의 불확

정인 가능성을 배제된다. 또한 사적 공간은 완전무결한 그들만의 공동

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다. 현대 도시 경관에서 거

주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지 내부에 초등학교, 지원시설, 소비시설

들을 함께 계획하고 거대한 울타리로 성벽을 세운다. 자신들의 공동체

를 보호하고 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 받는다. 완벽히 공

동체를 위한 집단 거주지가 된 아파트 단지는 타자의 유입이나 통행 자

체도 거부한다. 자동차는 방문증을 발급받고 통행하거나 머무를 수 있

으며, 입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들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통제된다. 심지어 내부에 존재하는 초등학교나 근처에 위치한 공공시설

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성벽을 따라 돌아가야 하거나 아예 외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결국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는 공

공영역에서 기대되는 행위들과 가능성을 한정짓고, 공간의 역할과 기능

을 고정함으로써 가시적 추상공간과 소비적 추상공간과 마찬가지로 공

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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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어된 행위를 통한 요새화]

2) 파편화된 행위

이상적인 ‘공공성’을 가진 공공공간과 추상 공간화 되어버린 공공공

간의 또 다른 차이점은 개인들을 파편화 하는 것이다. 모이는 공간은

존재하지만, 타자와의 교류는 발생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든다. 내부 광장

에서 펼쳐지는 행사들은 소비 공동체를 자극하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모인 개개인들을 규합하거나 일상적 담론을 만들

어 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없다.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는 사적 행

위와 공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규정하고 행위를 통제함으로

서, 공동체 집단을 보호하기도, 타자를 배제하기도 한다. 역공간이라고

불리는 공공공간과 유사한 사적공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소비 집단’이라는 공동체를 타자로부터 보호하고, 타자들의 원치 않은

공간의 개입을 거부한다. 도시 공공공간과 유사한 규모와 형태를 가진

‘내부 광장’을 만드면서도 일반적인 공공공간에서 기대하는 타자와의 만

남이나, 집단적 의견의 표출, 사회적 집합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담당하

지 않는다. 도시 공간과의 연계성, 접근성은 강조하면서도 완벽하게 도

시 공간의 내부화를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도시 경관을 복제하고, 유

사 이미지로 대체하면서 소비 행위를 자극하고, 위생화 된 공간 속에서

도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공간 소유주

가 의도하는 소비 활동의 증진, 공간의 상업적 가치의 상승을 유도한다.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도시 공간의 이상적인 체험과 지정된 공간에서 지

정된 행위들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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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팬 옵티콘적인 시선 구조]

4.2.2 경계성 형성

1) 시선을 통한 감시와 배제

아트리움 공간은 쇼핑 몰 내에서 통합적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방

문자들에게 단순한 쇼핑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락의 공간이자,

도시 가로나 광장에서 기대하는 비일상적인 축제의 공간을 만들어 낸

다. 이런 프로그램의 구성은 위락시설의 소비계층을 확대하여 포용하는

효과와 함께 성격에 따라서 물리적인 장벽 없이 자연스럽게 소비여력이

없는 계층과 어린이들을 배제함으로서 매장의 고유한 성격을 자연스럽

게 유지한다. 또한 매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어느 곳에서나 인지하기 쉽

고, 시선의 개방으로 이루어져있다. 거대한 창을 통해서 외부의 빛을 유

입하여 외부 공간을 내부화하는 것으로 연출하며 접근가능 한 외부 광

장, 공원과 같은 공적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지만 소비 공간에서 구성하는 아트리움 공간은 CCTV와 같은 감

시, 통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가시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기에 용이한 구조이다. 이는 팬 옵티콘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팬

옵티콘과 다른 점은 시선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중앙에 있는

감시탑을 중심으로 각각의 죄수의 방을 감시하고, 시선의 불평등을 통

해 공간 전체의 규율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던 팬 옵티콘과는 달리,

소비 공간에서 중심 아트리움의 역할은 중심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와 소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자신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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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실내 광장 역할을 수행하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 신세계 백화점 센텀 시티 (좌), 영등포 타임스퀘어 (우)]

비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중앙 아트리움에서 벌어지는 ‘공공적’인 행위

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중앙 아트리움은

도시 광장을 내부화 시켜 놓은 도시 경관의 재현적 공간으로서 실제로

는 소비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내부 공간의 쾌적성을 확

보함으로서 소비 공간의 상업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성’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의 가로 흐름, 외부의 광장과 연결을 훌륭

하게 수행하는 매개 공간으로서의 가치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간을 통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진화한 감시 체계

를 갖는다. 광장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공간에 집합시키고, 배

치된 CCTV와 경비원들을 통해 소비 공간에 접근하여 ‘소비 행위’를 하

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에 유리하다. 열린 공간을 관찰하기 쉽

다는 것은 반대로 관찰되기 쉽다는 것으로서 과거 팬 옵티콘의 감시탑

은 곳곳에 숨겨진 CCTV가 대체한다. 모든 공간은 감시카메라에 의해

서 감시 당하고,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감시카메라의 존재 덕분에 사람

들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규정에 준수한다. 이러한 시선의 불

균형을 통한 경계성의 형성은 공간 전체를 쉽게 지배하고 의도에 맞게

관리하기에 적합하다. 역공간은 도시 연속성, 접근성 적인 측면에서 상

업적인 이익과 ‘공공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이러한 팬옵티

콘적인 구조를 통해서 공간의 완벽한 공공공간화는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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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경계성 형성을 통한 역공간적 특성 강화]

2) 경계 감각 형성

공공공간을 내부화한 복합 소비 공간들을 경계 감각을 형성함으로서

소비 공동체로 타자들의 접근을 방지한다. 건축공간에서 일반적으로 경

계감각을 형성하는 요소는 물리적인 방법, 인지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역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 소비 공간은 공공공간에서 상

품화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내부화 하여 공공공간적인 형태를 보여주지

만, 실질적으로는 소비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소비 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다. 경계 감각을 형성하는 요소들의 조절을 통해서 비가시

적인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위계를 형성한다. 실제로 소비 공간에서 명

품관이라고 불리는 곳의 공간 구조와 일반 매장이 존재하는 공간은 다

른 분위기를 풍긴다. 점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 태도에서부터 공간의 물

리적인 크기와 조명의 세기, 물품의 진열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

식으로 경계감각을 조절한다.

물리적 경계 높이 조절, 층고, 공간의 크기, 동선의 구분

인지적 경계 시선의 투과 정도, 입면 재질, 패턴 변화

[표 17 경계감각 형성 요소]

내부 공간에서의 위계도 존재하지만, 공공공간처럼 보여지는 복합 소

비공간의 내부 광장이나 외부 진입 광장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도시공간

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간단하게는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 패턴의

변화를 주거나, 공간에 접근하는데 있어 문의 종류나 크기, 내부의 투과

정도에 따라서도 경계감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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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공공간과 소비공간 간의 상호 복제]

4.3 추상공간화의 양상과 형성요소

: 소비 공간과 공공영역의 상호복제

요새화와 이미지와 기호의 생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적 공

공공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소비 공간 들은 각기의 속성을

상호 복제하면서 공간의 추상화를 만들어 낸다. 공공공간은 소비 공간

이 가지는 스펙터클, 공간 활성화의 전략들을 차용하고, 소비 공간은 공

공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상업화 한다. 때문에 이

들 공간에서는 명백히 계획자에 의해 의도되고 기대되는 행위가 존재한

다. 각각의 공간들은 공공영역으로서 계획자들의 ‘공공’의 개념에 부합

하는 행위를 지향하고 이에 반하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거나 배제하려

는 전략을 취한다.

현대 도시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공공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의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게 활력이 있는 공간으

로서, 공적 공간의 적절한 사적 전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인

공간은 다른 집단들을 배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고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이 상호교류의 조정이 필요하

다.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 역시도 진정한 사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

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어느 정도의 전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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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타임스퀘어의 원형 아트리움에서 펼쳐지는 도시 공간적인 축제]

4.3.1 도시 풍경의 재현

소비 시설은 공공공간의 경관을 복제한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시뮬

라크르의 공간이다. 소비 공간의 공공영역에 대한 복제는 ‘소비’로서 일

상을 증명하고, 소비생활이 일상을 재충전하는 행위이자 도시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여가활동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재현된 도시 풍

경 속에서의 소비활동은 사용자들에게 도시 공간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도시공간의 참여자로서 인식하게 만든다. 공공공

간화 된 소비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비행위가 만들어 내는 공동

체 감각 속에서 공공성을 착각하며, 타자를 관조한다. 또한 이러한 도시

풍경의 재현이 만들어 내는 감각의 혼란은 소비 행위의 활성화를 기대

하게 한다. 쇼핑 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도시 공간적인 요소들은 하나

의 유희거리로 다가오면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대 시킨다. 소비

공간에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대시키는 것은 ‘그루엔 효과’56)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소비 매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도시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통해서 소비 행위가 도시 공간을 전유하는 행위 가

운데 하나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 소비 공간의 전략적인 차원임

에는 물론, 도시 전체의 경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시 공공

공간의 적극적인 공간적 실천 대신 이미 통제된 공간에 포섭되어 제한

된 행위와 일상으로 대체된 소비에 치중함으로서 진정한 도시 공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56) 빅터 그루엔에 따르면, 몰에 들어온지 20분이 지나고 나면 이성적인 구매자들

도 ‘충동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성이 마비된다. 이성적인 소비자들고 감정

전이와 피곤함의 도취감에 영향을 받아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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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겨울이 되면 바뀌는 서울광장.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스케이트장으로 변한다. 테마파크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이미지로 광장의

일상을 대체한다. ]

4.3.2 스펙터클의 공간

스펙터클의 공간을 만듦으로서 일상의 감각을 상실하게 한다. “제화

점, 신발가게는 온갖 색상의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고, 열쇠점의 간판은

6피트 높이의 금박 열쇠로 되어 있으며, 스타킹 상점 앞에는 3미터가

넘는 스타킹이 걸려 있다.”57) 이와 같은 아케이드의 스펙터클적인 요소

는 소비 공간, 테마파크에서의 찾아볼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하였음은 물

론, 공공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각

종 문화 행사나 서울 광장의 겨울철 스케이트 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등을 통해 용도를 전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전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청 앞 ‘광장’이라는 상징적인 추상 공

간에서 이벤트와 휘발성의 자극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테마파크 적인

추상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크리스마스트리를 배경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사진을 찍고, 스케이트를 즐긴다. 공공공간은 소비 공간의 전

략을 복제하고, 소비 공간은 공공공간의 가능성을 복제한다.

57)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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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현대 도시 공공영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복합 소비 시설에서 나타나는 추상공간화의 형성요소

는 다음과 같다.

공공공간의 추상공간화 현상

제어된 행위
제도적 차원의 규제, 프로그램 조정,

소비를 통한 동질성 형성, 목적성의 공간

경계성 형성 시선과 감시, 공동체화, 패턴, 공간 변화, 동선의 구분

감각의 상실 도시 풍경의 재현, 스펙터클의 공간, 이미지와 기호

[표 15 공공공간의 추상공간화 현상의 형성 요소]

위의 형성 요소들을 활용하여 공공공간과 소비공간은 각자의 특징들

을 상호 복제하면서 공간의 지배 계층이 가지는 ‘공공성’을 실현한다.

공공공간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국가 이미지의 실현, 국가가 통제하는

공간으로서의 정돈되고 질서 있는 모습을 형성하기를 기대하며, 공공영

역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공간의 스펙터클함을 수용한다. 반면, 소

비공간은 도시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지 못한, 쾌적함과 편리함을 극대

화 시키면서 이를 공간적 상품으로 만들며 소비공간에 접근가능한 사람

들을 위한 최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공공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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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성의 추상공간화의 의의

4.4.1 도시 경관의 균질화

추상 공간은 국가 권력이나 자본, 소비에 의한 공간의 재구성, 지배

권력에 의한 공간의 추상화가 진행된 공간이다. 추상 공간에서 ‘공간’은

권력화 되었다. 권력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가 우월한 지배적 지위의 입

장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강제를 행하는 작용’ 이다. 푸코는 권력 작

용이 전통적인 군주 권력 하에서 주로 무력과 법을 통해 강제되어 왔으

나, 근대에는 합리적 지식의 탄생과 발전을 통해서 간접적이면서 은밀

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18세기 이후의 건축과 도시 계획

들은 통치권의 표현이고, 계몽주의와 같은 인문학적 배경에 영향을 받

은 합리적인 결과물이다. 정부는 도시와 그들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질

서 있게 장악하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상 공간’들의 지배는

규율을 강제하고, 감시의 전략들이 존재하는 사회를 형성했다. 팬-옵티

콘58)의 ‘시각적 불평등’을 원리로 하는 권력 작용은 현대의 스펙터클 사

회의 양상으로 발전했고 정보와 도시 경관을 조절해 나감으로서 권력의

작용을 지속하고 있다.59)

현대 추상공간은 비-가시적인 기제와 전략들을 바탕으로 공간을 통

제, 기획한다. 특히 르페브르가 다루었던 자본이나, 국가 권력의 차원에

서 공간을 직접적으로 통솔하고 제어하면서 만들어 가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간을 재구성한다. 말하자면, ‘가시

적 추상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자본이나 국가 권

58) 1791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벤담은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

로 원형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을 설계했다. Panopticon이란 단어는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의 합성어로, 번역을 하면 '모두 다 본다

'는 뜻이다. 이 감옥은 중앙의 원형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중앙 감시탑

바깥의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이 배치되도록 설계되었다. 감시탑은 늘 어둡게

하고 죄수의 방은 밝게 함으로써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죄수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고안되어 있다.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을 가지며 결국 '훈육적 권력(disciplinary power)'에 순응하게 된다. 이런 점에

서 권력은 억압적일 뿐 아니라 생산적이다.

59) 김대순, 구영민, “근대적 권력공간의 차원과 그 해체에 관한 연구”, 「대한 건

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 30권 제 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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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같이 추상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공공성’을 활용한

다. 때문에 현대 도시 공간에서 공공공간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은 ‘공공

성의 추상공간화’를 통해 생산된 공간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공공공간적인 속성을 가지는 소비 공간이나, 소비 공간의 특성을 복

제하는 도시 공공공간들의 확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성과 공공공간

의 위기를 초재한다. 복합 소비공간들은 광장과 가로를 내부화 하여 공

간에 가두고, 문화 시설 등을 표방하면서 거대한 빈 공간을 자신들의

상점 앞에 두기 시작한다. 도시 표면적인 공적 공간들을 면적인 차원에

서는 확장되었다. 동시에 건물 소유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형물

이나 분수대 등을 배치하면서 자신들의 건물의 용적확보에 성공했고,

사람들은 갈 곳없이 넓혀지기만 한 가로 위에서 빌딩 속의 감시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거리를 거닌다. 현대 도시에서 공공 공간들은 더 확장되

고 있음에도 불구60)하고 대부분이 제어된 공공성의 모습을 보인다. 공

공성이 가지는 전유 공간적인 가치와 가능성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적 공간에서는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접근성, 연

계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고 공공영역과 비슷한 느낌을 공간들을 형성

하고 있으며, 도시 공공공간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기 식의 의

미없는 배치나 국가 전시관과 같은 형태로 관리된다. 소비 공간은 소비

공간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하는 목적으로 공공성이라는 단어

를 활용하고 공간을 추상화하고, 비가시적인 전략들을 통해 소비 공동

체를 더욱 강화시킨다. 공공공간은 그야 말로 공적인 행위들만 수용가

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전유하고 적극적

인 공간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광장 조례나

국가적 이미지와 기호, 상징을 통해서 공간을 신성화하고 사소한 개인

들의 문제와 행위들이 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때문에

사적 공간은 더욱 사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며, 공적 공간

60) 사적 소비 공간과 결합한 역공간이나,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 공원등과 같은 공

적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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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비슷한 이미지의 공공영역, 왼쪽부터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울역,

부산역, 광주 터미널]

은 사적 행위가 개입할 수 없는 국가적 공공성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된

다. 대신 도시적인 풍경과 공공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복합 소비공간

들과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공공간임을 내세우는 도시 공공공간들의 인

공적인 감각에 빠져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의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획

일화 되고 비슷한 경관을 가지는 공간을 양산해낸다.

앞서 다루었던 사례들에 등장한 공간들 외에도 현대 도시에서는 어

느 곳에서나 이와 유사한 공간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자 역사로 전환

되어 소비 시설이 잠식해버린 도시 인프라 시설이나, 마을에 존재하는

작은 소 광장, 놀이터도 비슷하다. 쇼핑 몰은 물론이고 교외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현대 공공영역은 공공성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추상 공간화 되었으며, 이는 앙리 르페브르가 분석했

던 추상 공간의 양상들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도

시 경관을 장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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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도시 전유 공간의 상실

1)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의 한계

역 공간처럼 소비 공간이 공적공간의 역할을 일정부분 점유하여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분명 상업

적 공간의 도입은 보통의 공간 보다는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여’와 ‘접근성’을 공공영역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명

상업공간의 점령은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

물관의 사례를 들자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몰리면서 상업적 공간의 필요성

은 증가하였고, 예술 작품 감상 뿐 아니라 사교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박물관 뿐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 등 거대 시

설들이 카페, 오픈 스페이스등과 결합을 통해서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업 공간’ 이라

는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추상 공간으로서의 전략들을 숨기고 있다. 상

업 공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

진 건물로서 공간을 소비하고,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

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공공공간이면서 사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역 공간은 모든 사람들

에게 열려 있지만 어떤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곳이다. 역공간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시

장과 장소를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이다. 노동의 공간도, 문화공간

도, 완전한 소비 공간도 아닌 이상한 공간인 것이다. 소비 공간에 문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거리축제나 지하철역과 연계된 백화

점, 상업적 성격의 행사가 반복되는 광장이나 공원, 자가용으로 뒤덮인

도로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역공간은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을 동일화

시키면서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을 혼란시키고 모두에게 열린 중립적인

사회공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그 이면에 숨기고 있다.61) 현대 도시에서

61) 신성환, “김중혁 소설에 나타난 놀이공간과 재현의 공간”, 롯데 월드도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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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고 있는 상당수의 상업공간과 공공공간을 표방하는 공간들은 역

공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과 같은 공간에서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특정 계층

을 배제하거나 접근 시킨다. 이러한 추상 공간에서는 특정한 의미전달

을 위해 비가시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이 활용된다. 몇 가지 공간적 장치

를 통해 암시적인 표현들은 소비 공간이 원하지 않는 방문객들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미리 배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공

간 내에 접근한 소비자들에게는 최대한 다양한 선택권과 공간 구성으로

‘비 현실적인’ 공간처럼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배제의 전략은 소비 공

간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독특한 영역성의 확보를 통해 접근을 배제한

다. 청담동에 위치한 명품 상점들은 입면이나 건축의 형상에서부터 만

들어 내는 영역성과 함께, 진열의 절제와 같은 수법을 통해서 상품에

대해 미리 잘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CCTV나 제복을 갖추어 입은 경비들이 지키고 있

는 역 공간은 마치 팬옵티콘처럼 사용자를 감시하고 규율을 만들어 낸

다. 푸코는 1975년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로 공

간모델인 팬옵티콘(panoptisme)을 설명한다.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자리

이면서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비대칭적인 ‘위치’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감옥, 학교, 병원 등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팬-옵티콘에 따

라 사람을 개별로 나누고 격리하며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구획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푸코가 생각하기에 육체, 다중성, 운동, 욕망, 힘

들에 작용하는 권력의 관계가 만든 생산물로서 ‘개인’이 위치하는 장이

다.62) 푸코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단어는 르페브르가 접근하는

추상공간의 속성과 유사하다. 푸코에게 공간적 은유는 ‘권력의 선분들’

역공간적인 특성을 포함한다. 롯데월드는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롯데

월드와 같이 중요한 문화공간과 공공 교통망이 연결되는 것은 시민생활의 편리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롯데월드 자리가 위치한 시유지는 서울시

가 애초에 도심속의 공원 마련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석촌호수와 서울놀이

마당을 만들었다가 롯데월드가 들어선 후 호수 일대에 매직아일랜드를 건설하

도록 허용하고, 향후 20년동 안의 사용권을 독점 사용하도록 행정 조치한 바 있

다.

62) 임동근, “공간과 권력 : 푸코의 ‘또 다른 공간들’”,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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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영화 ‘터미널’에 등장하는 CCTV장면은 공항에서 나타나는 ‘공적 공간’

적인 요소들의 뒤에는 감시와 통제의 전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인공

은 공항과 미국에 모두 속할 수 없는 인물로서, CCTV 배후의 인물들에 의해

행동이 감시되고 제약된다. ]

이 제도화되는 한 양상으로서의 ‘공간화’를 보여주는 개념이었으며, 그

뒤에는 항상 권력들이 작동하는 ‘절차’와 ‘전략’들이 중요해진다. ‘영토’

는 특정 형태의 권력이 통제하는 사법적-정치적인 것이고, ‘지평’ 혹은

‘영역’은 행정적, 군사적, 경제적인 절차에 따른 개념이 된다. 이러한 맥

락에서 권력의 장에 있는 시선은 중립적이지 않다.63)

추상 공간 속에서의 공공영역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표면적으로

는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이용성, 쾌적성 등을 보장하는 공간처럼 보

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교환가치’의 논리에 따라 공간을 공간이

활용된다.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만들어지는 공공 영역 외에도

현대 도시 공간에서는 개인의 사유 공간에서 공적 공간의 요소들을 발

견 할 수 있다. 이는 도시 환경의 쾌적성과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향

상 시키고자 하는 법제적인 요소들과 공간 소유주들이 공적 공간과 사

적 공간과의 매개 부분에서 일정 공간을 내어줌으로서 ‘공공 영역’을 할

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상품화 되어버린

공간의 상품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비 공간과 결합하는 공공영역

63) Michel Foucault, 「La langage de L’espace」, Critique, 1964, p.37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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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들은 소비 공간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장치로 이용되기 때

문이다.

2) 공공성이 아닌 공동체의 공간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는 ‘공공성’의 특성을 일부 재현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공공’이라는 것은 공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의견으로서 개개

인의 사적인 의견과 행위들을 배제된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르페브르

가 추상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전유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과 유사하다.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도시란 다양한 거주자들이 함

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집합적 작품(oeuvre)’이며, 도시 거주자들은 자신

들이 만든 작품인 도시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도시

화가 진전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터전이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전

환되기 시작하면서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일상과 공간

모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진

정으로 필요한 요소들, 즉 사용가치(시간이나 공간과 같은)보다 자본주

의 사회에서 이윤을 획득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들인 교환

가치가 중요시 된다. 따라서 사용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

과 같은 절대적인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효율적’이고 ‘합

리적’이며, ‘공공성’을 띄는 이미지들이 씌워진 채 공간은 용적으로, 시

간은 일정표로 바뀌어서 생산되고 소비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참

여하는 것에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 권리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성한다. 특히 르페브르는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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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탑골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은 탑골공원의 소유자들은 아니지만 일

상 속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을 전용하고 있다. ]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소유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매

일 같이 탑골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은

탑골공원의 소유주는 아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전유하고 있다. 약간 극

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자면, 한창 민주화 운동과 시위가 우리나라 전

역을 휩쓸고 있을 때, 시청 앞이나 서울역 앞, 기타 넓은 대로들은 시민

들에 의해 시위의 장소로서 ‘전유’되었다. 소유권이라는 것이 한 공간을

개인의 배타적인 목적으로 소유하면서 사고파는 권리는 갖는 것이라면,

전유권이라는 것은 도시 거주자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어느 순

간 자신들의 필요와 잠재력이 일치하여 발현되는 순간들이 도시를 전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영역 역시 일상의 삶이 담길 수 있는, 전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도시, 건축적인 의미는 소비가 지배하고 있

는 추상 공간속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일상과 그 삶이 담겨 있는 전유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광장, 쇼핑몰, 교회, 도서관 등

일상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점유하고, 사용

하면서 그들의 신체와 공간을 통해서 체험된 공간(lived space)들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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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삶을 녹여내고 있는 공간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한다

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는 공공성을 통해 전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추상 공간의 계획가들이

제어하기 쉬운 비 공공적인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서 공공성이 아닌 공

동체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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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등장하는 추상 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에 대해서 다루었다. 르페브르가

다루고 있는 추상공간의 전략과 범위는 자본, 국가 권력, 소비이다. 그

는 국가 권력의 과시적 표출이나, 소비적 공간의 창출, 자본에 의한 도

시 구조 재편 등을 언급한다. 이것을 구분해 보면, ‘가시적 추상 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도시의 공간들은

‘공공성’이라는 단어로서 추상 공간이 아닌 전유 할 수 있는 공간을 표

방하고 있지만, 공공성의 추상 공간화의 현상은 감시와 훈육, 통제의 속

성을 가지고 현대적 추상공간으로서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우

리의 일상에 침투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가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도

적, 법적, 공익적인 목적을 표방하면서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이를

통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일상적인 혁명이나 지배체제에 반하

는 사적 행위들을 사전에 통제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낸다.

새로운 추상 공간의 생산 전략으로 활용되는 공공성은 프레이저가 주

장하는 것처럼 ‘공공’의 모호함과 불평등한 접근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교환가치로 변해버린 공간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활

용되는 공공성은 하나의 상품처럼 여겨진다. 직접적으로는 공공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용적율 등의 가시적인 공간적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거나,

간접적으로는 도시 공공공간에서 부족한 쾌적성, 편의성을 극대화 하여

공간 가치를 증대 시킨다. 여기서 출발하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개

념은 공공공간은 ‘공공’이 아닌 ‘공동체’ 중심의 공간의 양상을 보이며,

소비 공간은 추상화된 공공공간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비공간과 공공

공간은 각각의 공간들의 특성을 상호복제하며, 표면적인 공공성을 획득

하며, 공공공간에서는 ‘공적인 행위를 담는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를 강

화하며, 소비공간에서는 ‘소비행위를 자극하는 공간’으로서 소비공동체

를 강화하면서 공간을 요새화한다. 공간의 요새화를 통해서 공간에 개

입하는 의도되지 않은 사적행위들과 타자를 배제하며, 항상 균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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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행위만을 수용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경관

은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기능성, 효율성 위주의

공간과 시설, 건축물들은 도시 경관을 지배하고 있으며, 진정한 공공 공

간의 종말을 암시한다.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은 그 전략과 방법 면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비공간과 공공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도시 공공공간에서는 국가적인 이미지와 국가 전시관으로

서의 기능, 국가를 홍보하고 공간 지배 집단의 공간 통제를 정당화 하

고, 교육하며, 홍보하는 장으로서 ‘공적 담론’만이 존재하도록 구성된다.

복합 소비 시설에서는 공공공간에서 담당하고 있지 못하는 쾌적하고 위

생적인 실내 환경 속에 공공공간을 내부화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소비활

동의 편의를 극대화 하며 공공공간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추

상 공간화를 형성하는 요소는 행위를 제어하거나, 경계성을 형성하거나,

감각에 혼란을 주어 공간의 요새화를 만든다. 조례나 공간에 대한 문서

적인 규제를 통하여 행위를 배제하고, 발생하는 행위들은 집단적이지

않고 개개인이 파편화 되는 행위를 유도하게 만든다. 또한 시각적인 불

평등을 가지는 팬옵티콘과 같은 구조를 차용하거나, 감시 카메라, 경비

원 등의 방어기제를 통해서 공간을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소비 공간에

서는 도시 경관의 복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도시를 전유하는 활동을 하

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공간에서

도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감각의 혼란은

진정한 도시 공간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미

자본과 소비의 논리에 의해 잠식당한 ‘공공성’을 상업적으로 혹은 공간

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제로서 활용한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좋은 전략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는 다는 것과도 비슷하다. 현대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지나치게 공

공공이다.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완벽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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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인 공공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 속에서는 어떠한 사적인 행위나 일

상적인 행위 혹은 일탈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타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와 타자를 감시하고, 정책과 규제들은 국가

에 반하는 행동들과 ‘공공 공간’에서 ‘공공이지 않은’일을 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을

사라짐을 의미한다. 현대 도시에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사라

지고 있으며, 모든 공간은 상품처럼 가치가 매겨지고, 규범과 질서가 포

함된 채 판매된다. 공간은 사라진 채 ‘용적’과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

로 거래가 오고가고, 소유권이 변동된다. 현대 도시에서 공적 공간과 사

적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공공공간

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의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들에게 활력이 있는 공간으로서, 공적 공간의 적절한 사적

전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인 공간은 다른 집단들을 배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고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이 상호교류의 조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 역시도

진정한 사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

하고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공간

과 사적 공간은 각각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어느

정도의 전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공간 속에는 일상이 필요하다. 일상의 삶을 타자와 함께 공유하

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필요로 한다. 누구의 소유가 아닌 누구

나 점유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전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공공 공간은 공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수

의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공동체의 이권과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 조차 점유하여 자신의 사

적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가지는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가진

공공공간들을 발견해 나가고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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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 on the nature of public sphere

on abstract space based upon henri lefebvre’s theory of space

production. according to lefebvre, spaces are results which made for

purpose and its methods of production are changed with culture,

period and strategies. In his book which name is the production of

space, he argued that space are made by social reasons, also

production methods change flexibly. he separated it three layers,

spacial practices, representation of space and space representation. on

this thesis, concentrated on “abstract space”.

"abstract space” is formed by the intended strategy of the ruler.

there are many methods to regulate space and activities. on his

book, he noticed that the history of abstract space. Abstract space

of initial showed visually the power. in that period, space

representing the value religion, and kingship. such as, Piazza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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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gdolio, Trafalgar Square and the square for hitler which made

by spear. Lefebvre refers and conspicuous expression of state power,

the creation of space-consuming, and reorganization of the urban

structure by capital. like historical methods, the word "public nature",

It take advantage of strategically to make abstract space in modern

city. "public nature", while advocating the purpose institutional, legal

and public interest, and to dominate the space, to control.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stract space in the modern city, is

described fragmentation of space, layering of space, in the

homogenization.

on this thesis argues that “public nature” is the main strategy

which made “abstract space” in modern city. first of all, to clarify

“public nature”, study on the word "public”. contradiction with the

power of the word "public nature",the logic of exclusion can be

found in the discourse of the public nature of Nancy Fraser. the

abstract space of the public sphere is seen in the complex

consumption facilities and public space. it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these features is a “fortification" and "mutual replication".

First of all, “fortification”, defines the space through the formation of

border and control of activities. it can explain that exclusion through

regulation, observation in square. second, “mutual replication”, is

public space and complex consumption facilities to replic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ther. in consumption complex, it reproduce

the urban landscape that converted into commercial value. With

mutual replication, and is one that public space consumption and

space to replic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ther. reproduce the

urban landscape, consumption space, converted into commercial

value. the public space attributes displayed in the square and atrium

in consumption complex is close commercially rather than a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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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In public space, induces the activation with the help of

landscape elements spectacle that is used in the consumption space.

this elements which can find in theme park is introduced into the

public sphere, by this, appropriation space gradually disappear.

In conclusion, abstract space phenomenon creates homogenization

of the urban landscape and loss of appropriation space. it is another

modern “abstract space” which based on a “public nature”. in these

phenomenon, it has a threshold that there is not public nature. it

makes "fortress for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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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요어 : 공공성, 추상 공간, 앙리 르페브르, 공간 생산론

학번 : 2012-20556

본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에서 사용하는 ‘추상 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 추상공간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고, 도

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

이 목적이다. 공간은 사회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산물이며,

그것의 생산 방식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졌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의 특성에 주목하고 공간이 생산되는 방식에 대

해 연구하였다. 그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을 만드는 주체가 사회

임을 자각하고, 공간적 실천, 재현의 공간, 공간의 재현들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념인 추상 공간은 공간의 재현들

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 생산 유형으로서 재현의 공간인 전유

된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비의 발달에 인해 추상 공간이 확장되

고 전유할 수 있는 공간과 전유할 수 있는 것들은 점차 소멸되었다. 추

상 공간의 확장 과정은 기하학과 측량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공간을 계

량화 하고, 상품처럼 교환가치로 나누어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초기 추상 공간은 가시적으로 특정 집단의 권력을 보여

주거나, 시민들을 통제하고 규합하기 위한 장치로서 설계되었다. 대표적

으로는 다빈치가 설계한 캄피돌리오 광장을 비롯하여, 군사정권에서 찾

아 볼 수 있는 전시 광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르페브르가 다루고 있는 추상공간의 전략과 범위는 자본, 국가 권력,

소비이다. 그는 국가 권력의 과시적 표출이나, 소비적 공간의 창출, 자

본에 의한 도시 구조 재편 등을 언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가시

적 추상 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추상 공간의 생

산전략은 시대의 흐름과 지배집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변한다. 현대



도시의 공간들은 ‘공공성’이라는 단어로서 현대적 추상공간의 전략으로

활용한다. 공공성은 추상 공간이 아닌 전유 할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하

고 있지만, 공공성의 추상 공간화의 현상은 감시와 훈육, 통제의 속성을

가지고 현대적 추상공간으로서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다. 소비적, 가시적 추상공간처럼 가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도적, 법적, 공익적인 목적을 표방하면서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이를 통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일상적인 혁명이나 지배체제에

반하는 사적 행위들을 사전에 통제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낸

다. 이러한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들의 특성은 공간의 파편화, 공간의

위계화, 동질화로 설명된다.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서나 찾아 볼 수 있

는 기능성, 효율성 위주의 공간과 시설, 건축물들은 도시 경관을 지배하

고 있으며, 진정한 공공 공간의 종말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성 담론이 현대 도시 공간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성은 현대 도

시의 공공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주효하게 작용한다. 공공성이라는 단어

가 가지는 권력과 모순, 배제의 논리는 낸시 프레이저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레이저는 하버마스와 아랜트가 정의한 ‘부

르주아적 공공영역’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안적 공중’(counter

public)의 개념을 내세웠다. 공공성을 주장하는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

을 형성하고 그것을 공공인 담론으로 내세워서 제도화 할 수 있는 집단

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과 개인적인 문제들

은 ‘공공의 사건’에서 배제된 채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공공성이

가지는 배타적인 속성은 현대 도시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데도 마찬가지

로 작동한다. 가시적인 추상공간에서 비-가시적인 기제들이 지배하는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자본가들과 행정가들의 기

호에 맞게, 혹은 국가에 목적성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한다. 또한 공공성

이 가지는 상품적인 가치는 소비 공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발되었으

며, 아케이드를 비롯해 백화점, 쇼핑 몰에 이르기까지 소비 공간에서의

공공공간의 내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소비공간은 공공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도시 공간에서 부족한 쾌적하고, 안전

하고, 위생적인 공공공간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차용하고, 공공공간에

서는 공간의 활성화,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해 소비공간의 감시 전

략들을 차용한다. 두 공간들의 상호 복제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공간들을 요새화 한다. 요새

화 된 공간에서는 공간 관리자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인’ 행위

들은 배제되고 통제된다.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집단들에 의해 규정된

‘공공’적인 행위는 사적 공간은 더욱 내밀화 하게 만들고, 공적공간은

공적인 행위만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공공공간에서는 이미지와 기호를 통해

공간의 성격과 ‘공공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공간에서의 적합한 행위를

판단하고, 경계를 만든다. 정해진 공적 행위가 아닌 다른 것들은 사전에

차단되거나 거부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되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복합 소비 공간에서는 매개공간, 연결공간 등의 용어들을 활용하면서

건축적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자주 이용되는 접근성, 연계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가치는 공공성이 가지

는 상품적인 가치를 극대화 하여 공공공간을 내부화 한 것으로서 내부

화된 공공공간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과 사적 담론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이들 공간의 한계는 도시 경관을 균질화시키며, 진정한 의미

에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것

이다.따라서 르페브르가 추상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개한 전유

공간의 속성과 유사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공공공간이 아

닌, 공간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성과 행동의 제약들로 비 공공적인 제어

가 존재하는 또 다른 현대적 추상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서 공공성이 아

닌 공동체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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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용어의 정의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간은 사회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

서 공간은 그 시대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절대주의 시대의

공공공간들은 군주의 권력을 표현하는 곳이거나, 기하학적 미학으로 완

성되는 완벽한 조형성, 또는 일상의 삶이 녹아있는 집합공간으로서 형

성되어 왔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공간이 하나의 상품과 같이 여겨지고

시간과 공간과 같은 ‘생활 가치’ 보다 용적, 일정 등의 ‘교환 가치’가 중

시되기 시작하면서 공공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 도시공간의

공공공간들은 다양한 유형과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모더니즘 이

후 활발하게 진행된 도시공간의 재구성으로 인해 도시는 새로운 시설과

공공공간들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공 공간

역시 도시의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추상화되었다. 전제군주 시대,

독재 정치 시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시적인 도시 계획, 공공 공간

형성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현대 도시 공간에 등장한다. 일상 속에서

가졌던 전유공간들은 상실되고 ‘공공성’, ‘공익’ 등의 정치적이고 행정적

인 단어를 앞세워 계획되는 공공공간들과 도시 시설들은 ‘공공’이라는

명목 하에 통제와 감시로 관리되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오늘날 현대 도

시는 요새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공동체의 공간을 방어하기 위한

기제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효율성, 기능성을 중시하는 도시계획들은 사

람들의 일상과 삶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본위의 개발을 진행

해 나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어느 도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비슷

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했다. 또한 이러한 경관들 속에서는

정해져있는 행동, 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규나 제도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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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비-가시적으로 관리되고 조절된다.

LA학파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의 많은 공간들은 저항하기에 거의 불

가능할 정도로 감시를 통한 통제 상태가 되었으며 도시 내 통제된 고립

장소의 증식으로 인해 도시가 공간적 파편화현상을 강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인 파편화는 물론 일상과 도시공간이 관계하고 있

던 방식까지도 변화하여 일상과 동떨어진 공간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전유할 수 없는 공간들로 도시 공간은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고립장소

증가와 파편화는 도시 내 공공공간의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현

대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공 공간들은 중세나 고대시대에 형성되

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효율성’, ‘기능성’을 중시하는 모더니

즘 형태의 도시 구조는 공공 공간 자체를 건축을 계획하고 남는 부지

정도의 개념으로 설정하거나 건축물의 용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 반 강

제적으로 도시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접근했다. 푸코의 언급처럼, 근

대적 공간은 권력의 미시적인 측면이 작동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공공공

간은 활용된다. 현대도시에서의 공공영역은 제레미 벤담의 ‘팬-옵티콘’

처럼 대중들을 감시하고 훈육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작동하기도 하며,

사회에 필요한 기호와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

한 목적과 기능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공공공간들이 바로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의 특징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전략들은 통제되지 않는 개인들

을 감시하고, 배회, 접근 그리고 그들의 불필요하고 위험한 모임들을 제

거하는 것이 비-가시적으로 공공공간을 관리하데 활용된다.

일반적인 도시 공고공간은 물론 '공공 영역처럼 보이는 사적영역'인

역 공간(liminal space)이 나타나는 복합 소비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감

시와 통제, 그리고 상징을 통한 공간에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 리처드 세넷은 "사회가 삶

에서 너무 많은 질서와 너무 지독한 일관성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들레르가 말한 메트로폴리스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웃이란 개념

이 크게 변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도시의 모든 것이 핵 분화되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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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지 않아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상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서의 도시', '자유로운 순환', '불

결한 것들이 말끔하게 치워진 경치' 등을 이룩하려 했던 19세기 계몽주

의자들과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의 전리품은 아마도, 삶과 지식의 분리이

며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풍자하듯 교외의 고급 주택들일 것이다. 마

이크 데이비스의 표현처럼 '위법 시 무장 대응'이란 기분 나쁜 경고판

이 숲을 이루고, 타자들은 무장한 사설 경찰과 전자 감응 감시 장치에

의해 스스로 고립' 된다.1) 이렇듯 현대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추상적

공간들은 르페브르가 분석했던 추상 공간의 성격과 유사하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현대 추상공간은 국가권력, 자본, 소비 등

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공공성’, ‘공공공간’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공공성의 추상공간화’는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에서 공공 공

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형 복합시설, 상업시설, 도시 인프라 시설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르페브르가 「공간 생산론」에서 다루는 추상 공간의 개념

을 바탕으로 현대 도시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추상공간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1970년대까지의 추상 공간화의 역사와 특징,

전략들을 르페브르의 이론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 현대에 도시 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공성’에 대해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공공

영역의 추상공간화’의 개념과 공공공인 공간의 비공공공인 제어에 대해

서 살펴보고, 도시 공간들의 사례를 통해 현상의 양상과 의의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1)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 박삼철 역, 학고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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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서 언급하는 공간 생산

의 세 가지 층위(재현적 공간, 공간의 재현, 공간적 실천)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추상공간’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한다. 특히, 르페브르

가 정리한 공간화의 역사 속에서 1970년대까지의 추상 공간의 변화 과

정과 시기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그 전략의 변화과정을 정리한다. 이

것을 바탕으로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상 공간화의 역사를

도시 건축적인 차원에서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추상 공간 생산에 사용

되었던 전략들을 도출해 낸다. 선행 작업을 통해 도출 해낸 추상공간의

가시적 전략, 비-가시적 전략, 목적, 중요 가치들을 정리하고 각 시대별

로 추상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배전략들의 변화 양상과 공공 공간의

형성과 연결 짓는다. 현대 도시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추

상공간화’ 현상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정리하고, 현상이 나타

나는 도시 공간의 유형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후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현상의 양상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을 건축/도시적 사례를 통해 접근

§ 추상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

§ 추상 공간화의 역사와 전략

§ 현대 도시에서 공간 생산의 전략에 관한 연구

§ 새로운 공간 생산 전략으로서의 ‘공공성’

§ 공공성의 추상공간화에 대한 문제

§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를 보여주는 도시 공간

§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의 형성요소

§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양상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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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화의 역사와 추상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정확한 시기와 구분 보다는 21세기에 이르기 까지

추상 공간이 점차 도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따

라서 추상 공간은 특정 시기와 사건 등으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으

며, 추상공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각

되는 시기와 상황이 다른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추상 공간의 특징 변화를 가시적–소비적–현대적(비가

시적인) 추상 공간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이후 이에 대한 보

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추상 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기

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근저에서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공간의

생산」의 내용들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추상 공간의 개념과 특징

에 대한 정리와 추상 공간화의 역사를 다루면서 르페브르가 살펴보았던

추상 공간에서의 전략과 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현대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

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특히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공간들

에서 나타나는 비 공공적 제어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2

장에서 정리했던 추상 공간의 전략들과 동시에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담론이 또 하나의 추상 공간 생산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모호성과 배타성에

대해서 낸시 프레이저의 이론과 하버마스, 아랜트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한다. 추상 공간 형성의 전략으로 이용되는

‘공공성’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개념을 공

공공간의 공동체화, 소비공간의 추상적 공꽁공간화의 관점에서 정리한

다. 이후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공간 분석하

여 현상의 형성 요소와 작동 전략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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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지금 까지 정리했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의 양상

과 의의에 대해서 고찰한다. 3장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을 보

여주는 도시 공간에 대입하고, 현대에서 공공영역으로 부를 수 있는 도

시 공공공간, 복합 소비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과정에 도출되는

추상 공간화의 양상과 형성요소를 요새화와 소비 공간과 공공영역의 상

호복제로 구분하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형성요소로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추상공간화 현상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고찰한다.

5장에서는 지금 까지 다루었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 한계와 시사점에 대해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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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과 관련된 용어 가운데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거나 내용적 범주가 명확하지 않는 단어들을 정리하여, 효

과적인 개념 전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개념어에 대해 용어의 정의

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추상 공간 Abstract spaces

공간의 재현들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추상 공간을 들 수 있다. 유클리

드 기하학과 측량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간의 계량화가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전제 군주의 권력과 도시공간의 추상 공간들이 구현

되었다. 그는 추상 공간의 세 가지 특징으로는 공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로 정의한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공간이 상품화되고 교환가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추상 공간의 전략

들도 점차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변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 공간을

가시 전략, 소비 전략, 비-가시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현

대 도시 공공공간을 만드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

추상 공간은 정치적, 제도적인 공간이다. 발견되어진 공간이 아니

라 전략이 지정해준 공간이다. "공간은 전술과 전략의 구실이 된다.

공간은 생산양식의 공간, 즉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경영되는 자본주

의의 공간에 불과하다. 공간은 '구획'으로 나뉘어서 존재하며, 주변의

주요 지점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배치된다. (...) 건축가의 '주관적' 공

간은 매우 객관적인 의미작용으로 채워진다. 시각적 공간은 서류, 또

는 서류에 그려진 이미지, 즉 상상력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의 세계'로 환원 되어버린다. 선 투시도법은 이와 같은 축소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화한다.“2)

2)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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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 공간 Appropriated spaces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전유된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다른 저서인 「현대세계의 일상성」, 「리듬 분석」, 「도시

에 대한 권리」등에서 사용하는 일상성, 전유라는 단어에서 단서를 발

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유공간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공간이 ‘교환가치’로서 용적이나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소유되고

판매되는 것과 반대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을 점유하고 일

상의 행태와 삶을 녹아내며 자신의 ‘생활가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며, 일상 속에

서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 기존 공간들이 가지는 모순을 극복하고 차이

의 공간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전유된 공간은 예술품과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품의 시

뮬라크르, 즉 모방품은 아니다. 전유된 공간은 건축물, 즉 기념물이

거나 일반 건물인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

의 지역, 하나의 광장, 하나의 거리에 대해서도 역시 ‘전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간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것들이 어떤 이유

로,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공간들은 전유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 전유 Appropriation

전유라는 용어는 원래 사전적인 차원에서 어떤 물건이나 개념적∙물

리적 실체를 자신의 용도에 맞게 도용(盜用)하거나 전용(轉用)하는 것

을 의미한다. 공간적 차원으로 옮겨 설명했을 때의 전유는 공간 구성원

들의 적극적인 상상과 실천으로 인한 공간 활용과 공간 생산을 의미하

는데 활용될 수 있다. 르페브르는 일종의 규범화되고 계층화된 공간 체

3)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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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종속적 권력관계를 허무는 데 실천되어야 할 행위로서 간주했다.

▼ 역 공간 Liminal space

역 공간은 매개 공간의 형식이나 위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공공영

역이나 사적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애매한 중간 상태에 위치한다. 이

러한 특성을 ‘역치성’(liminality)이라고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설

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어진 자극이 의식되는 한계를 뜻하

는 자극역(limen)이라는 개념을 빌어 ‘역’을 “한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 혹은 카테고리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옮겨갈 때 겪는 통과의례”

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주킨(Zukin)은 이러한 역 공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이라고 정의한다.

▼ 추상화된 공공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공성의 개념은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성

이 아니라,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공공성이다. 공

공성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상업적, 혹은 공간 접근의 배제, 공간 관리

방식으로 활용된다.

정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국가가 개입한 공공 활동 사적인 행위들이 배제됨

공통적인 것

Common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 질

서

Common 의 모호한 개념

공동체를 강화

열려 있음

Openness
누구에게나 열린 접근성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표. 추상화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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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앙리 르페브르의 추상 공간에 대한 고찰

2.1 공간 생산론에서의 추상 공간

2.2 추상 공간화의 역사

과거에 공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외부에 위치하여 객관적이고 선험

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공간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과 비슷한 의미로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적인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은 공간이라는 자연 발생적 ‘환

경’속에서 그들만의 제도나 문화, 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간은 단순히 일 방향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환경’이 아니

다. 공간이 담아내고 있는 사회적인 속성과 관계망들의 형성을 비추어

볼 때 공간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하비, 소자, 르페브르 등의 학자들은

특정한 공간의 생산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공간을

생산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재생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는 하비는 사회와 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했다.

“왜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사회적 존재들은 사회적 권력을 동원해

공간들을 발명해 내는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권력들이

상호 연결된 공간들의 차별된 시스템을 활용 하는가”와 같은 문제제

기들이 보다 명확해지기에 사회를 변형시키려는 기획이 어떤 것이든

지 공간적 실천의 변형의 복잡한 그물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비는 특정한 공간이 갖는 사회적인 성격은 공간이 있는 그대로 주

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과 논쟁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 David Harvey,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역, 한울, 2008, p.59



11

이러한 이유에서 "공간은 항상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학점 관점에서 보면 공간은 특정한 맥

락적인 조건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사회적 행위를 위한 조건이자 다

양한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 사회적 권력, 사회적 과

정의 결과들로 구성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은 사회적인 것을 담

아내는 틀이자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간과 사회 사이의 이러한 상

호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 소자는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이라고 일컬은

바 있다. 하비와 소자 언급처럼 르페브르 역시 사회와 공간의 관계가

변증법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변화한다는 것과 공간이 사회적인 요소들

에 의해 생산되고 구성된다는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간

이 형성되고 반대로 공간의 영향을 받아 사회가 변화할 수도 있다. 결

국 공간의 생산이라는 것은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개별적 혹은 집

단적 인간의 이념, 사회적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앙리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 생산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해 살펴본다. 그 가운데 추상 공간의 개념과 특징을 정

리하고, 추상 공간화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추상 공간화에 전략에 쓰였

던 요소들을 도출해 낸다. 나아가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이 쓰여진

1970년대 까지 그가 다루고 있는 추상 공간의 전략들의 변화 과정과 한

계점을 도출하고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 생산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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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 생산론에서의 추상공간

르페브르는 공간을 물리적이고 자연 발생적 개체로서 접근한 것이 아

니라 사회적인 산물로서 인식했다. 그에게 공간이란 단순한 물리적 상

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

위들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행위의 결과물로서 받아들였다. 그는

일상성의 지배가 나타난 이후 근대사회에서의 공간은 근대사회의 생산

양식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공간 생산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한

다. 공간도 마치 하나의 상품과 같이 생산하며, 여타 자본주의 시대에

등장하는 상품과 같이 '생산'되었다. 공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위

한 상품으로서 동질성을 추구했다. 자본가들은 공간 생산의 수단을 동

원하여 공간 생산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생산하여 판매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산된 공간 속에서 일상을 영위한다. 사회적 공간은 선험적으

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더불어 항상 함께 하면서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간은 사회적 과정이 작동하는 장

소이며 동시에 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5) 정

리하자면 공간은 기호학적으로 단순하게 읽어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

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유에 의해 생산된다는 실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의 저서인 「공간의 생산」에서는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공

간이 형성되는 것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더

불어 공간의 상품화와 추상 공간의 확장에 대해 설명한다.

5) 최병두, 「현대사회 지리학」, 한울아카데미, 200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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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공간 생산의 세 가지 층위

추상 공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기에 앞서 공간 생산론에서

전개하고 있는 공간 생산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르

페브르가 언급한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행위

가 발생하는 장소이며 타인과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산되며 변화되

어 가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 공간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

로 제도와 규범, 가치 등을 형성하면서 공간과 상호작용한다. 그는 공간

을 사회 실천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이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자연발

생적인 물리적 특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공간이 생산되

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공간의 형식적

인 추상화와 함께 사회공간의 실천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에서 설명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6)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 전문가들의 실천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활용과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를 전부 포함하여 인간의 공간 실천 행위가 본질적으로 이해 될 때

공간 생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이

자본주의적인 생산과정을 통해 상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상품으

로서의 공간의 생산'에 대해 주목한다. 상품으로서의 공간은 일련의 행

위 과정의 산물로서 단순한 사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행위를 제안하거

나 금지하면서 새로운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행위

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공간의 생산에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

간을 소비하게 된다.7) 이때 상품으로서의 공간은 물질 생산을 위한 환

경 조성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작동한다. 나아가 주요한 생산력의 동력으로 작

동한다. 공간 생산을 위한 행위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위에 존재하는 사

물들과 환경들을 재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공간의 의미와 구성, 질서

는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6)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27

7) 위의 책,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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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공간적 실천, 재현적 공간, 공간의 재현의 관계 ]

사회적 공간은 자연이나 과거의 역사로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

다. (...) 집단들의 행위, 지식, 이데올로기, 재현 영역 안에 존재하는

요인들이라는 매개물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공간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대단히 다양한 사물(objects)들을 담고 있다. (...) 이러한

사물들은 단순한 물건만이 아니라 관계를 포함한다. 사물로서 그것

들은 독특성(peculiarity)과 윤곽(contour), 형태를 가진다. 사회적 노

동은 그것들의 물질성, 자연적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공간

적인 지형(configuration) 속에서 그것들의 위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그것들을 변형시킨다.8)

그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공간은 하나의 가치나 의미를 갖지 않

고 다가적(polyvalence)인 특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동일한

물리적 공간 위에는 다양한 사회적 공간이 형성되며 혼합된다. 사회적

공간들이 서로 겹쳐지거나 상호 관입하게 되는 원리에 대해 분석함으로

써 부분공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된

다. 공간의 배치와 재조정의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계급과 사회적 존

재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개입하여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공간이

생산되고 겹쳐진다. 이때 각각의 계급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질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과 실천이 나타

난다.

도시/건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건축가들이나 계획가들이 도시나

건축물, 구조물들을 세우는 것, 혹은 공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이 공간적 실천을 구성한다. 공간적 실천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맺어지

는 관계들과 상호 작용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8) 위의 책,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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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간이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서 만들어진 공간들은 일정한 영속성과 특성을 갖게 된다.9) 특정 집단

이나 공동체의 이해를 위해 형성된 공간은 사회적 역학 관계(지배-피지

배)를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때 숨겨진 사회적 관계는 공간에 대

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층위들을 공간의 주체와 특성에 맞추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의 주체는 도시 공간을 만들고

계획하며 공간 개념을 만들어 내는, ‘공간 전문가’ 혹은 ‘건축가’, ‘계획

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재현들에 대해서 ‘인지된 공간’(conceived space), ‘질서 지워진

공간’(ordered space)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형성된 공간 개념이 한 사

회의 지배적인 공간 개념으로 여겨지게 된다. 공간 개념을 만들고 이것

을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 공간 개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

들은 자신들의 체계가 하나의 언어적 기호체계나 주류 담론체계로서 보

이게 함으로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보다 자연스럽고

체화될 수 있도록 만든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

하다고 생각하고 무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체계나, 기호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의구심이나 불만을 품지 않는 것처럼 공간 역시도 하나의 기호

체계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그들의 정의한 규

칙과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만들어

내는 순간들이 적층되어 만들어 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

는 재현의 공간에 대한 정의를 ‘체험된 공간’(lived space)라고 설명하

며, 여기서는 어떠한 과학적 분석이나 논리적 접근, 개체에 대한 실증적

이고 원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감각이나 느낌, 신체의 오감을 통

9) 공간 구조는 일단 형성되면 지속성을 갖게 되며 변화에 저항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뮌헨 사회지리학에서는 공간 구조는 사회 현상과 비슷한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공간구조는 사회구조와 마찬가지로 ‘지속성의 원리’ 즉 일

종의 관성의 원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김승현 외 2명, “공간, 미디어

및 권력 :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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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체화 되는 공간을 말하며, 일상의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일상의 경험적 공간을 말한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공간을 만들며, ‘공간의 재현’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와 상징들의 변화, 상징 행위의 수행을 통해서 공간 이미지를 바

꾸어 나가고 공간에 대한 이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적인 실천 행위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10)

공간의 재현이 공간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개념화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 나타나는 공간 생산 방식이라고 한다면, 재현의 공간은 앞선

공간의 재현에서 만들어 낸 규범과 질서들을 깨뜨리면서, 주체들이 공

간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고 전달하며 표현하려는

인간 자체의 순수하고 본능적이며 주체적인 실천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을 통해서 공간의 재

현과 재현의 공간이라는 공간의 두 가지 층위들이 모순되고 긴장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지배적인 규범이나 코드에 대한 전복이나 도전이 만들

어 지게 된다.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질

서라고 믿고 있는 계획가들에 의한 도시 환경이나 건축 환경, 즉 공간

의 재현들 속에서 공간적 실천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배적

인 공간 개념과 그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균형 잡힌 질서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응하고 있다. 반면의 일부의 사람들은 공간을 소비하면

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며 새로운 공간

이용 행위11)를 통해 기존의 공간이 가진 개념과 질서를 전복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12)

10) 재현의 공간은 공간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코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

다. 공간의 의미를 ‘재약호화’하거나 ‘탈 약호화’하는 것 지배적인 공간 의미를

다시 구성하거나 제시되고 강요되는 공간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에 의해 권력화 되고 제도화된 담론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로브쉴즈, “앙리 르페브르 : 일상생활의 철학,

공간과 사회”, 조명래 역,「통권 14호」 p.20

11)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전용이나, 변용을 통해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르페브르는 담론과 공간, 언어가 상호 포섭과 배제에 의해 접합된다고 본다. 그

는 언어 철학의 두 가지 측면을 살피는데 하나는 기호가 지식체계, 일반적인 이

론적 지식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가 하나의 죽음의

전조로서 기호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언어는 존재의 파괴와 존재의 다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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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성 주체

공간의 재현들

(representations

of space)

상상된 공간

(conceived space)

질서 지워진 공간

(ordered space)

개념화된 공간
권력 집단

계획가

재현적인 공간

(representational

space)

체험된 공간

(lived space)

일상의 경험적

공간
일상의 주체

공간적 실천들

(spatial

practices)

지각된 공간

(preceived space)

물질적 공간

사회의 비밀스

런 공간

일반적 지각과

의 유사성

[표 1.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가 제시하는 세 가지 층위를 통해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다. 추상 공간이라는 것은 기술, 실천에 의해 매개된 공간으로서

정치적 권력 자체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 전유 공간은 자연 공간이 어

떤 집단의 필요와 기대를 위해 변형 될 때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전유되어 왔는가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된다.13) 공간의 재현은 지배 계층과 같은 특

정집단과 공동체들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지배를 공고히 하고 은폐하

기 위해서 자신들의 개념과 전략들을 담아내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지배계층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추상공간’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공간이다. 재현의 공간은 일상적 삶

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전

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각의 계급과 다양한 주체들이 각

기 다른 의도 하에 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함으로써 지배공간과는 또 다

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유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들은 다양성과

공간의 재 전유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장소들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르페브르는 인식한다. 즉, ‘전유 공간’에 가까운

이상적이고도 가장 높은 층위에 속해 있는 공간 생산 유형이다.

로의 재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공간과 언어, 담론은 하나의 지배적

의미로 고정되지만 반면에 고정된 의미를 파괴하거나 재구성할 힘을 그 내부에

이미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3)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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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추상 공간의 개념

앞서 설명한 공간 생산의 세 가지 층위 가운데 공간적 재현들

(representation of space)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 구체화시킨 이

념과 개념이 표상된 공간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다. 르페

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간

적 재현들이 절대 공간에서 추상 공간의 지배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다

룬다. 추상 공간은 대표적인 공간적 재현들의 공간으로서, 공간이 가지

는 이미지와 상징성, 기호 등을 바탕으로 구현된 공간이다. 추상공간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절대 공간에서 가지고 있던 신성성, 종교적

인 속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 공간 생산 전략이 정치적, 제도적인

요소들로 대체되어 관리되는 공간이다. 물론 ‘추상’이라는 말이 내포하

는 의미와 같이 모더니즘 시대에 계량화되고 수치적으로 공간들을 계획

하고 생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르페브르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과 맞물리면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상품’

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계획가나 권력자들에 의도에 맞게 생산되거나

교환 가치로서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지배 전

략과 드러내기도 하고, 방어 기제들을 은폐하기도 한다. 그 전략 가운데

에는 ‘이미지’로 치환된 각종 요소들이 공간의 특성과 성격을 부여한다.

르페브르는 추상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추상공간은 정치적, 제도적인 공간이다. 발견되어진 공간이 아니라

전략이 지정해준 공간이다. "공간은 전술과 전략의 구실이 된다. 공

간은 생산양식의 공간, 즉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경영되는 자본주의

의 공간에 불과하다. 공간은 '구획'으로 나뉘어서 존재하며, 주변의

주요 지점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배치된다. (...) 건축가의 '주관적'공

간은 매우 객관적인 의미작용으로 채워진다. 시각적 공간은 서류, 또

는 서류에 그려진 이미지, 즉 상상력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의 세계'로 환원 되어버린다. 선 투시도법은 이와 같은 축소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화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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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상공간은 그 공간 안에서 태어나서 그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면 모조리 억누른다. 이러한 특성만으로

추상공간을 정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특성을 부차적이라거

나 우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추상 공간은 치명적인 공간으로, 자신의

태생적인 조건, 자신만이 지니는 고유한 차이를 질식시켜버리고, 그 대

신 추상적 동질성을 강요한다.15)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질성'은

추상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그리스의 도시는 단

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추상공간이 아닌

절대공간으로 규정한다. 추상공간은 동질화를 목표로 할뿐 동질화되지

않는다. 차이는 동질화의 주변에서, 동질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또는 동

질화의 외부요소(측면적, 헤테로토피아적, 이질적인 것)로서 시작되거나

유지된다. 차이는 우선 배제된 것을 의미한다. 동질화 공간은 전혀 동질

적이지 않다. 이 공간은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산재해있는 파편들이나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강제적으로 단일화한다.

동질성의 확보를 위해 추상공간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잠식해 왔다. 절대 공간의 종교적이고 신성한 ‘공동성’이 만들어내는 공

간들이 상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공간의 권력

화, 즉 추상공간의 지배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중세, 르네상스 시기에는

황제와 교황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구조를 재편

하고 그들의 위엄이나 권력을 표현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간

을 생산했다. 측량기술과 기하학의 발전을 통해서 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보다 명료하고, 전지적인 시점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지도나 도면을 통해서 보여 지는 가상의 유토피아 도시들을 실재

에 재현하기 위해 계획되어 졌다. 특정한 시퀀스나 비례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절대 미학과 조형적인 아름다움은 권력자들의 능력과 권위를

대중들에게 과시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되었다.

14)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423

15) 위의 책, 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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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에서는 고딕 적 직선과 성화상 같은 상징의 사용은, 봉토를

매개로 삼는 봉건질서와 그것의 신성한 기원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한

다. 이 상징공간에서 새로운 공공공간이 출현했던바, 르네상스 적 공공

공간과 도시디자인은 공간의 객관화를 증가시켜 자본의 출현을 구체화

시켰다. 르네상스 인간은 신성한 질서에서 세속적 사회질서로 이행을

표시한다. 르네상스의 핵심적 공간 형식은 도시다. 거기서 인문주의는

조화로운 건축공간의 조직을 허용하였다. 건축물의 눈에 보이는 가시성

과 정면 겉모습의 우월성이 특징인 비트루비우스(vitruvius)식 건축의

부활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에서 원근법적 접근의 탄생과 의미가

일치한다. 이 원근법적 조망의 공간은 정치적 공간이다. 시민행동이 영

위되는 공간인 동시에, 권력과 국가의 지배 전략이 출현하는 추상공간

이며 기하학, 가시성 및 남성성의 우위를 구현하는 표현양식이 출현하

는 중립공간이다.16) 르페브르가 르네상스의 전망에서 출현하고 자본주

의 공간화에서 지배적이라고 주목하는 것은 시선과 시각중심주의다. 도

시공간의 자본주의적 지배가 새로운 가시화의 기술과 전략을 지도 그리

면서 자본과 문화를 ‘새롭게 형상화하고 신체와 공간화의 관계를’ 초월

하고 재주형 할 가능성을 간파한 탓이다. 시선의 역사는 자본주의 공간

팽창의 역사와 결합되었다. 14세기에 시작된 도시화는 ‘농업사회’를 넘

어 장차 출현할 ‘산업사회’의 성장을 촉진했다. 봉건적 주종관계의 파괴

와 도시민의 프롤레타리아화의 가속화는 ‘노동의 수요’에 바탕둔 자본주

의 ‘도시사회’의 조직에 기여했다.17)

또한 그는 “인류의 공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신체의 공간(the

space of the body)’에서 신체를 종속시키는 공간(the body-in-space)으

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유클리드 기하학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공간 재현 양식이 발달하

기 시작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공간 재현 양식이 우주적 질서, 종

교적 상징, 광장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 등에 기반했다면 르네

16) 위의 책, p.328 - 330

17)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 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제58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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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Spacato assonometrico di Piazza del Campidoglio ]

상스 시대 이후로는 공간 정보의 객관화의 의한 ‘원근법적 공간

(perspectival Space)’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측량(measuring)의

절대적 권위에 의한 “신체 감각의 전적인 배제와 자연에 대한 시각적

합리화의 지배를 정당화 시키게 되었다.”18) 인간의 주관적 느낌과 감성

에 따른 공간 조직의 양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윤 창출의 기본적 틀로

작용하는 합리적·이성적 공간 조직의 모습들로 채워지게 되었으며, 인

간 존재는 사회와 공간으로부터 점차 소외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미지에 대한 도시들 간의 경쟁적 집착과 엄격하게 관리 및 통제된 도시

축제의 모습들에서 인간은 공간을 전유할 권리를 상실한 채 소외의 경

험을 심화시킨다.

중세시대에 나타난 추상 공간의 대표적인 예는 르네상스 후기인 16세

기 말에 미켈란젤로의 설계로 만들어진 캄피돌리오(campidolio)광장이

다. 미켈란젤로는 주변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의 외벽을 새로 디자

인 해 가면서 까지 완벽한 절대 미학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18)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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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했다. 캄피돌리오 광장의 바닥면을 수놓고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와

그 중심에 우뚝 선 아우렐리우스 황제상은 캄피돌리오 광장 자체가 아

우렐리우스 왕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캄피돌리오 광장의 기원과

의도에 대해서 백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제로 이 광장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과시형 광장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면에는 교황 바오로 3세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있다. 1527년 로마와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신성로마제국의 군대에게 능멸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던

때였다. 뒤를 이어 교항에 오른 바오로 3세는 카를 5세와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애썼다. (...) 기회를 살피던 바오로

3세는 카를 5세가 튀니스를 정복하자 이를 기념해주고자 고대 로마

의 개선문을 지나는 것과 같은 행진을 제안한다. 이 행진의 종점으

로 설정한 곳이 바로 캄피돌리오 광장이었다. 19)

실제로 황제의 방문과 공사 시기가 맞지 않아 행차의 끝을 장식할 수

는 없었지만, 만약 시기가 맞았더라면 카를 5세는 광장에서 자신과 콘

스탄티누스 대제의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온 도시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을 것이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는 동안 광장은 주

변 건축물과의 조형적 조화가 중요시 되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건

축물(종교건물이나 시장 등)은 반드시 광장과 짝을 이루어 존재했고,

광장과 주요 건축물의 조화는 도시 주변부로 파급되면서 도시적 시퀀스

(sequence)를 형성한다. 캄피돌리오 광장 외에도 베르니니가 설계한 바

티칸의 산 피에트로 광장은 건축가가 건축물과 광장을 동시에 설계한

사례이다. 이후 절대왕정과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기념비적이

고 국가의 행사를 위한 공공공간들이 등장한다.

기존의 광장 보다 정권의 위계를 강화하고 과시하기 위한 행사장으로

서 군대의 사열이나 행진의 공간으로 바뀌고, 관이 주도하는 공간으로

19) 백진, 「풍경 류행」, 효형출판, 2013,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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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Albert Speer, Welthauptstadt Germania ]

변모하게 된다.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독재체제에서 광장은 선동의

장소이자 교육의 장소였다. 집단 최면과 공포정치가 광장이라는 개방적

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빈 물리적 공간이 가지는 파급력을 증명하고

있다. 아래의 게르마니아는 스피어가 히틀러를 위해 설계한 추상 공간

이다. 나치 정권의 권력과 상징성을 가시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계획된

이 안은 광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과 추상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

이 가지는 전략, 정치적 특성을 읽을 수 있는 예이다.

근대 이후의 도시 계획에서 중요시 되는 ‘효율성’, ‘기능성’, ‘합리성’과

같은 단어들은 도시공간의 파편화와 위계를 형성하고, 모든 도시 경관

을 동질하게 만들었다. 공공공간과 사적공간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하거나, 사적 공간이 공공공간을 포함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업공

간의 형태들을 통해서 추상 공간은 점차 그 지배력을 확장시켰다. 아케

이드와 같은 공간은 기존의 공공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던 거리나, 광

장과 같은 속성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비 공간으로 발전시킨 사례

로서 전유할 수 있었던 일상 생활 속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변환 시켜

버린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비

공간들이 ‘문화 공간’, 혹은 ‘반 공공 공간’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 공간

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고 있으며 팬-옵티콘과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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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감시와 통제를 기저에 둔 전략들을 활용하여

추상 공간의 생산에 기여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추상공간의 지배는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간의

생산 행위들이 추상 공간의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도시 공간 조직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경제성은 인간의 체험과 감

각에 의해 형성되는 일상적인 문화에 대해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인간의 인지적 체험과 감성에 의해 스스로 형성되

어야 할 문화는 거대 기업의 상업화되고 표준화된 담론적 문화로 대

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 중에서 공간을 스스로 느끼고 조직할 힘을

잃어버린 개인은 공간에 대한 ‘전문가나 일반적인 의견’에 자신의 의

지를 전적으로 맡겨버린다. 20)

‘규정된 공간’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제할 효과적인 틀을 제공

하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알맞은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돕는다. 사

회 구성원의 참여를 은밀하게 배제하는 조직적이고 담론화 된 틀에서

개인은 ‘은폐된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소비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

게 소비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소외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재화의 생산을 위한 꾸준한 노동력

의 유지를 위해 현대 도시 공간은 대형 쇼핑센터, 퇴폐적 향락 업소, 수

동적 문화센터 등을 병렬적으로 배치한다.21) 추상공간은 예전의 주체,

즉 마을과 도시 등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이들을 해체시키며, 스스로가

이들 주체를 대체한다. 추상 공간은 권력의 공간이 되며,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따

라서 비 인칭의 의사주체, 추상적 주체, 즉 현대적인 사회적 공간이 등

장하게 된다. 진짜 주체인 국가권력은 그 안에서, 환상에 불과한 투명

성22)으로 은밀하게 몸을 감추고 숨어 있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20) 최병두, 「현대사회 지리학」, 한울 아카데미, 2002 에서 재인용

21)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188

22) 여기서 설명하는 투명성이란, 공간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은닉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하는 투명성의 환상을 말한다. 투명성의 환상에 대해서 르페브르

는 “모든 것은 의도의 구현이다. 투명성의 환상은 공간의 천진성의 환상, 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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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여지고 글로 쓰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곳에서는 할 말도 없고, 체

험할 거리도 별로 없다. 역사적인 것은 향수로서, 자연은 회한으로서 연

명할 뿐이며, 지평선은 등 뒤편에 놓여있다.

정의 특성 주체

추상공간 정치적, 제도적 공간

동질화

위계화

파편화

계획가

권력 집단

[표 2 추상 공간의 개념]

간엔 함정이나 깊숙한 은닉처란 없다고 믿는 환상과 혼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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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추상 공간의 특징

도시계획/건축적인 차원에서 추상 공간의 전략들과 생산 방식들의 분

석을 통해 추상 공간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파편화된 공간 : 위치나 지역성이라는 개별성을 분리하고 해체하

며, 특정 장소에 위치매김 함으로써 통제와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2) 서열화 된 공간 : 비천한 장소에서 부터 고귀한 장소까지, 금지된

장소에서부터 주권을 행사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공간

3) 동질화 : 총체적이고 그렇게 유지되는 주권의 공간, 여러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신화되고 차이를 축소하는 공간

이러한 추상공간의 세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르페브르는 여러 장소들

이 '공간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소비의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현대성’을 가진 도시들에 대해 설명한다. 르페브르는 '현대성'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현대성’의 공간은 매우 명확한 특성을 지닌다. 동질성-파편화-위

계화, 이것이 바로 그 특성들이다. 현대성의 공간은 매우 다양한 이

유 때문에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축의 요소들과 자재,

개입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유사한 요구, 경영과 관리, 감시, 소통 방

식 등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동질성이라고는 하지만 계

획이나 기획은 없었다. 거짓 ‘집합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립군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이 동질적인 공간은 토지구획, 택지 등으로 파편

화 된다.23)

위 전략들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추상공간에는 일반적으로 ‘은유화’의

기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은유화는 역사적인 것, 축적과 관계되는 것

23)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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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고 그것들을 폭력이 합리성의 비호를 받으며 통합적 합리성이

폭력을 정당화해주는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그렇게 되면 추상공간에서

나타나는 동질화는 본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합의', 의회민주주의,

헤게모니, 국익 우선주의 등의 은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또는 기업

정신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한다. 오늘날의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의 프로

그램, 활용 계획안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익’, ‘공공성’, ‘개방성’ 등

의 단어나, ‘문화’ 혹은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계획하는 것들도 공

간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다수의 권리나 의견인 것처럼 유도하고 공간

에 대한 지배와 의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대 도시에서의 추상공간

은 여전히 정치적이며, 국가에 의해서 창설되며, 따라서 제도적이다. 물

론 전제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활용하는 방식처럼 가시적으로 권력

을 표출하거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철저

하게 ‘제도’와 ‘규정’등을 앞세워서 공익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포장하

여 존재한다. 때문에 얼핏 보기에 추상 공간은 동질적으로 보인다. 그런

데 사실상 추상 공간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며 자신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 요컨대 차이들을 싹 쓸어버리는 힘의 도구로 쓰인다. 이 같은 도구

적 동질성은 환상에 불과하며, 공간의 지배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대

중들은 이러한 도구적인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동질성을 수용

한다.

공간의 파편화 동질화 위계화

이미지와 상징으로 대체

‘체험된 공간’이 아닌 ‘인

지된 공간’, ‘질서지워진

공간’계획

차이의 배제

상품으로서 공간의 교

환가치 중시

비-가시적 지배

행정본위를 앞세운 ‘공

공성’

[표 3 추상 공간의 세 가지 특성]



28

[그림 5. 르페브르가 정리한 공간화의 역사]

2.2 추상 공간화의 역사

르페브르는 자본주의 사회가 세계 시장을 확장하고 경쟁적인 형태로

공간을 탈영토화, 재 영토화하며 공간을 끊임없이 재생산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로서 고전 도시공간들을 자본이 재 영토화하는 과

정이라고 말하며, 고전 도시들이 기념비적, 전제적 통치 권력을 과시하

는 무대로서 이용가치를 지닌 작품이었다면, 20세기 도시들은 고전 도

시의 잔재들을 신상품으로 여기고, 이것들을 투기의 대상인 부동산의

영토로 전환시켰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환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베네치아와 피렌체와 같은 역사적 박물관의 도시가 되거나, 디즈니랜드

와 같이 소비자의 심상에 전유되어 공간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

「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의 유형은 절대공간, 역사적

공간, 추상공간, 차이의 공간, 모순 공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 짓

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재현이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공간이

라 할 수 있는 추상공간과 재현적 공간에서의 공간적 실천으로 발생되

는 전유 공간에 집중하여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는 모더

니즘 이후 나타나는 공간의 파편화, 상품화, 위계화 등을 르페브르의 언

어인 ‘추상 공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유 공간’과의 차이점과 전략

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추상공간에 주목함으로서, 공간

이 가시적인 방법과 비-가시적인 방법들로 공간을 통제하고 그것을 통

해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지 관찰 할 수 있다. 르페브르가 「공간의

생산」에서 정리하고 있는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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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도시건축에서 추상 공간의 확장

고대 도시를 지배하던 '신성성'과 '종교적 질서'가 만드는 도시 구조

는 그들의 양식을 바탕으로 도시 전체의 단일성을 가진 채 존재했다.

하지만 상업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측량술과 기하학 등)으로 인해 절대

공간에서 추상 공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크시대에서 부

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기 까지 '계획'은 도시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되었다.24) 이 개념은 중세 도시의 특별한 성장과 고대도시의 성스

러운 전통을 허무는 한편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어울리는 장

관을 만들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중세의 거리는 건물과 건물 사

이의 빈 공간일 뿐이었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행진을 위한 도로가 되었

다. 도시의 형태는 질서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으며, 그것이 계획

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하여 강조되었기 때문에 개념이 실

제를 대체하는 개념 도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과 형태의 분

리를 살펴보면 도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개념들을 쉽게 검토할 수 있다.

개념을 도시의 실제적 형태로부터 분리하려는 의도에는 개념과 형태의

차별화를 통해, 개념을 만들어낸 권력의 시각을 강화하려는 욕망이 내

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발전 이전에는 종교와 상징들이 도시 전체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 고대에는 상업과 상인들을 도시 외적인 요소로 간주했고, 토

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가졌다. 중세의 혁명은 상업을 도시

내부로 끌어들였으며, 상업은 변화된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시

장이 들어선 광장은 아고라나 포럼과는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었

으며, 도로망을 통해 주변영토로 활짝 열려 있었다. 성당은 이곳에서 멀

24) 도시의 형태를 새롭게 구성한 최초의 사례 가운데 하나가 1585년 부터 로마를

전망을 위해 변형시킨 식스터스 5세의 구상이다. 세넷은 「눈의 양심」에서 "도

시계획의 모델로서 원근법은 거리를 중심부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식스터스가 "똑바로 뻗은 거리를 통해 순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장소의 의미를 중심부로 모아 하나의 비전을 전하려 했다." 고 했다. 결국 이는

원근법적인 응시가 가능해 짐에 따라 공간에 대한 지배와 도시 공간구조의 권

력화가 진행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 박

삼철 역, 학고재, 20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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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성당의 종탑은 더 이상 지식과 권력

의 상징으로 추앙받지 못했고, 도시에서 관장하는 나무종탑이 공간을

지배하며, 그와 동시에 시간까지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시장 광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장소들과 관련하여 덧붙이건대, 돈을 비천하게 여기며,

상품을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한참 후에나 나타나는 경향이라

고 설명한다. 중세 이후 상업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는 교환 가능한 '

사물', 즉 지극히 드물긴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물품은 해방구

의 기능을 수행했다. 신성함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때문이었다. 판매를

위해 생산된 물품은 말하자면 헌신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었다.

결국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서 절대 공간이 공

고히 하고 있었던 고대 도시에서의 위상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중세이

후 상업 광장이라는 명목 하에 도시 중심부를 차지하게 된 '소비 공간'

은 절대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잠식하기 시작했다. 시

장 광장은 아고라나 포럼과는 달리 어떤 신성하고, 종교적이고, 정치적

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도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제

하는 공간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전유 공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유 공간의 속성이란 ‘자율성’과 ‘접근성’의 관점

을 설명하는 것이다.) 상업을 통해 드러나게 된 '불평등성'은 이와 유사

한 공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게 했다. 따라서 재현이

가능해진 공간은 상징적인 도시들(상업이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절대공

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에 상업을 위한 도시를 탄생시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공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종교적 공간

들은 상업적 공간이 대두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지식과 말

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추상공간이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6세기 이후의 변화

였다. 상업적인 도시와 농경지가 구분되고, 종교적인 시설들과 상업적인

공간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간의 재현들과 재현 공간들은

대립하긴 했지만 전체의 단일성을 해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16세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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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alladio, Villa rotunda]

후에는 경제적이고 실천적인 비중,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도시가 농촌보다 우월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즉, 화폐라는 가치 단위가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상업도시와 농경지의 분리는 필

연적으로 물자의 이동과 움직임들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 속에서 존재

하는 강과 바다를 통한 여행, 여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다듬어진

자연물에 대한 이미지, 감각 들은 공간의 재현이 되어 도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도시는 계획되기 시작했고, 설계도와 조감도를 바탕으로 만들

어졌다. 결국 상업과 소비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가 도시를 형성하

는 여러 물리적인 요소들(항구, 창고, 은행, 환전소)등을 구획하게 하는

당위성과 공간 점유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는 스스로에게

'종교적', ‘신화적’인 속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즉, 종교

적인 속성이나 신화적 이미지를 활용한 양식들로 이루어진 절대 공간으

로서 공간을 계획할 당위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농촌과 동시에 도시에 대해, 주택과 동시에 주택 단지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조직된다. 곧 '공간의 코드'가 형성되는 것이

다.25)

여기서 '공간의 코드'란 추상 공간이 함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다. 도시를 계획하고 공간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략적이고 은폐

적인 요소다. 당시 건축가들은 비투르비우스의 건축 10서에 기록되어

25)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266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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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을 통해서 '공간적 실천'을 하려고 했다. "모든 문제에 있어

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건축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의미되어지는 것과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비투르비우스

의 말은 건축이라는 매체 자체가 하나의 코드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코드를 통해서 생산되는 건축물들은 중요한 것을 상실하고 있었

다. 바로 '전유 공간'이다. 시민의 공간이라는 패러다임은 등장할 수 없

고, 대신 요소들, 기능들 간의 연결만이 무수히 존재한다. 기술, 경험주

의와 더불어 실용적인 것, 기능적인 것이 우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때의 건축가들은 효율적이며 건축은 '도구적'이 된다.

르네상스의 도시는 더 이상 '연속적인 나레이션'처럼, 다시 말해

하나의 건물 옆에 하나의 건물, 하나의 마을 옆에 하나의 도로, 하나

의 광장 옆에 하나의 광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

다. 대형 건물 하나하나, 그에 딸린 부속건물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계획된다. 혁신에 의해 전체가 변화하며, 각각의 '대상'은 마치 외부

에 존재하던 요소처럼 전체적인 짜임새 속으로 들어온다.26)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러한 경향에 불을

지폈다.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공간 재현 양식이 발달

하기 시작했다. 고대 절대 공간에서 공간 재현 양식은 우주적 질서, 종

교적 상징, 광장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 등에 기반 했다면 르

네상스 이후에는 공간 정보의 객관화에 의한 ‘원근법적 공

간’(perspectival space)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당시 발달하기 시작한

측량기술과 현미경 등에 의한 측량법의 발달은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공간을 측량하고 계량화 하는 것에 당위성과 신뢰를 불러왔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삶에서 느낄 수 있었던 체험된 공간(lived space)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개인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경험으로 치부되었

다. “신체 감각의 전적인 배제와 자연에 대한 시각적 합리화의 지배를

정당화 시키게 되었다.” 라는 르페브르의 언급처럼, 인간의 주관적 느낌

26) 위의 책,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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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간 조직 양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윤

창출의 기본적 틀로서 작용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공간 조직의 모습들

로 채워지게 되었다. 결국 체험된 공간들의 부재와 합리적 판단과 측량

으로 점철된 공간 생산 양식에 힘입어 도시는 ‘이미지’와 ‘상징’을 내세

우며 계획되기 시작했다.

공간과 시간은 도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상품과 상인들의 시간

과 공간, 즉 측량단위, 회계 장부, 각종 계약과 계약 당사자들이 승

리를 차치했다는 말이다. 교환 가능한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운반하

고 판매하여 돈을 받고, 자본을 배치하는 시간이 공간을 측량했다.

따라서 도시는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27)

측량과 기하학의 발달로 인해 공간은 실제 체험의 단계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멀리 떨어져 관찰 할 수 있는 대상이 되

었다. 즉, 삶의 장소로서의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보다 하나의 '물건'이

자 '상품'처럼 분석하고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은 미셸 드 세르토가 「일상의 실천」에서

표현한 것처럼 '응시(gaze)'에 해당한다. 이것은 추후에 언급할 미셸 푸

코의 관점과 유사하다. 미셸 푸코가 「병원의 탄생」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의료적 응시(medical gaze)'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둘

다 질병이나 더러움이 없는 청결함,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

는 분석적 시각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20세기 서구도시의 분열증을 유

발한 요인이기도 하다. 도시가 각 구역으로 분열되고 도시 계획의 각

단계가 실생활로 부터 분리되며 '도시는 어떠해야한다'는 개념이 도시

의 실제 구성요소들을 질식시킨 결과를 낳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28)

응시(gaze)라는 개념을 통해 사물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새로운 관점

은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있어 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

27) 위의 책, p..204

28) 맬컴 마일즈, 「미술, 공간, 도시」, 박삼철 역, 학고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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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17세기의 ‘보는 방식’의 변화]

준다. 높은 건물에 올라서서 거리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마치 작은 점처

럼 보이고,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그들의 행

동은 거세되고 그들의 존재마저 공백이나 그림자 속으로 쉽게 사라져버

린다.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를 도시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복잡한 도시 내

부로부터 벗어나고 관찰자를 도시 속의 사람이 아니라 도시를 엿보는

사람으로 만드는 '응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보는 시점이라는 것

은 장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시점이라는 것은 권력과 소유

의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의 최고층에는 고위급

임원들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29) 이러한 추상

작용, 즉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한 시점은 척도에 따라 공간을 구분

한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은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간은 지도처럼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채 크기로만 종이 위

에 그려져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종교화에서 중요한(신성한) 존재가

나머지(인간적) 존재보다 크게 묘사되는 것과 같이 규모에 의해 가치를

29) 드 세르토는 "도시를 보고자 하는 욕망은 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앞

지른다. 중세와 르네상스 화가들은 실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원근법으로

도시를 그렸다." 윌슨은 건축과 설계에 관한 알베르티의 논문이 다른 분야, 특히

설계의 핵심 개념의 모델이 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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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전근대적(pre-modern) 관행이 생겨났다. 실재하는 도시를 그

림으로 표현하는 지도 제작자에게 표현의 힘을 부여하는 이러한 원리

는, 나아가 도시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

시를 그려냄으로써 권력을 정당화 하는 일 까지 가능하게 한다. 즉 도

시를 설계하는 일이 곧 실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이 거주

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미지에 대한 도시들 간의 경쟁적인 집착과 엄격하게 관리, 통제된

도시 모습 속에 점차 전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라진 채, 추상 공간이

확장된다.

※ 다음 표는 추상적 공간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인 현상, 변화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 공간의 변화 과정을 크

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데, 추상 공간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는 시기에서는 주로 가시적인 방법으로 공간화를 시도하는 것이 특

징적이다.

기하학, 측량 기술의 발전 상업의 발달 (도시화)

유클리드 기하학

‘보는 방식’의 변화

공간적 추상화

‘공간의 코드’

다양한 시설의 등장

도시와 도시간의 공간의 재현들이

등장

자연의 모방, 타 양식의 도입, 발전

[표 4 추상적 공간화에 영향을 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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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추상 공간화의 전략

르페브르는 공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를 만들어 내는 추상 공간

적 전략들에 대해서 소비, 국가 권력,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설명한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본의 잠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간적 생산이 가져오는 추상 공간의 확장에 대해 말한다. 르페브르가

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추상 공간은 공간화의 역사에 대해 설명

하는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완전

한 추상공간의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정확한 시대 구분이

나 사건을 통해서 추상 공간의 전략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

간의 생산 과정 자체가 사회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추상

공간의 전략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서 읽어낼 수 있는 추상 공간화의 전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절대공간과 가시적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데 활용된 기하학적인 속

성이나 도시 공간의 시퀀스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왕권이나

국가권력과 같은 절대자들이 대중들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가시

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비와 자본의 지배로 인해 공간이 더욱 파편화,

세분화되고 실질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상실시키는 방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저, 종교나 신성상과 같은 질서가 지배하고 있던 절대 공간과 왕권

이나 절대 권력자들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계획하던 시대는 절대 미학

이나 도시 전체의 시퀀스를 만들어낸다. 그리스도시나 로마의 도시구조

를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기하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리스 시대의 ‘양식’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절대적인 미학에 대

한 가치와 그것이 ‘진실한 공간’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공간을 계획했

다. 기하학적인 진실성과 이 공간들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

히려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공간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캄피돌리오 광장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 할 수 있다. 황제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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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대중들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동상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완성되

어 있는 공간적 ‘작품’의 중심에 세운다. 동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도

시 시퀀스를 구축하는 방점에 위치시킴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자의 권위

를 도시 공간에 새겨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소비적 추상 공간

들은 절대 미학적, 시퀀스적인 측면에서 보다 공간 자체가 ‘상품화’되고

교환가치로서 접근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공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절대 공간에서부터 추상 공간까지의 공간 생산 전략의

변화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공간들이

분류한 항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속성들이 부각되었는지, 어떠한

전략들이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절대공간 가시적 추상공간 소비적 추상공간

절대 미학 ◎ 〇 △

시퀀스 〇 ◎ △

동질화 〇 △ ◎

공간의 파편화 △ 〇 ◎

공간의 위계화 〇 ◎ ◎

공간 생산

전략과 주체
종교와 신성성

국가 권력과

왕권

자본과 새로운

계층

[표 5. 공간 생산 전략 변화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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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추상공간화의 역사 ]

2.3 소결 : 추상 공간화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장에서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서 다루고 있는 추상공간의

개념과 추상공간화의 역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사회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전유 공간은 소멸하고

추상 공간이 확장되면서, 추상 공간의 생산을 위한 전략들의 변화를 짚

어 보았다.

추상 공간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상 공간’이라고

칭할 수 있는 체험된 공간들이 상실되고, 계획가나 측량을 바탕으로 하

는 건축가들의 조감도적인 도시에 대한 응시(gaze)를 바탕으로 공간은

객관화되었다. 물론 고대 그리스나 로마 도시에도 도시 전체의 시퀀스

나 종교적 신앙을 전파하고 교육하기 위해 공간계획이 진행되었다. 하

지만 고대 도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차 모든 공간들이 질서 지워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종교시설이나 국가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

라 삶을 위한 장소, 건축물에서도 공간의 객관화는 이루어졌고, 도시의

일상과 공간적 실천을 이어주던 ‘양식’이라는 것이 제품으로 대체됨으로

서 일상 또한 소비행위에 포섭되었고 공간도 마찬가지로 상품화 되었

다.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은 단순했다.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유명한 말처럼, 도시, 건축, 공간과 일상은 단순화

되고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프로그램’, ‘용도’ 등의 단어로 바뀌

어서 정량화된다. 건축가, 계획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객관화의 무기를

바탕으로 공간을 생산하고, 교환가치로 바뀌어 버린 공간들은 상품처럼

가치가 매겨지고 판매된다. 공간에는 위계가 생겼고, 문화는 대중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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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식이 집

행되는 모습을 그린 회화. Ian Tod et al.,

Utopia, New York: Harmony Books, p.17.]

고급문화로 구분되었으며, 르페브르의 말처럼 모든 것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된다. 결국 ‘양식’과 ‘일상의 전유’로서 형성되던 공간들의

질서와 체계는 파편화되고, 공간은 자본적 가치에 따라 위계화 된다. 그

공간들에서는 어떠한 특징과 다양성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모든 도

시들의 경관은 유사하게 발전하고, 그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

법들이 사용된다.

르페브르는 추상 공간의 지배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완벽하게 진행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추상 공간은 확장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과 상

황에 맞추어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데 새로운 전략들로 접근하여 왔

다. 절대왕정 시대에는 국가 권력과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대중들

에게 가시적인 방범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적 추

상공간’의 형태를 보인다. 중세시대의 공개처형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권

력을 대중에게 과시하는 한편 그 시각적 잔인함을 열린 공간에서 보임

으로서 대중들에게 일종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서 기능하였다.30)

30) 장희권, “시선의 역사로 풀어낸 권력의 다양한 층위들 :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

다 서평”, 「한국 민족문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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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공간화의 역사에서 정리할 수 있는 추상 공간의 생산 전략 변화 ]

이후 자본이 발달하고 새로운 계층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의 계급구조

와 권력관계는 재편되었다. 국가권력과 절대 권력자, 귀족들 외에 자본

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공간을 소유하고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권력 자체가 국가나 통치자,

사제에서 ‘자본가’들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도

시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부상하게 되며, 자본의 논리에

따라 공간은 상품처럼 재단되고, 측량되고, 계량되어서 교환가치로서 존

재하게 되었다. ‘소비적 추상공간’에서는 공간은 파편화 되고, 위계화 되

며, 동질화 되었다.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서는 고대 도시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소비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까지의 추상 공간화의 역사를 다룬다. 따

라서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을 생산하기 위한 전략들과 추상 공간의 특

징을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들을 살펴보면,

‘가시적 추상 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현대에

도 유효하며, 다만 그 생산 전략과 표현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현대 도시 공간의 추상 공간화 전략의 바탕은 ‘공공성’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행정 본위의 개발이다. 공간이 상품화되고 ‘판매’되기 시작하

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들이 등장한다. 공간과 문

화가 결합되고, 소비와 문화가 결합되고, 여가와 소비가 결합되는 등 다

양한 형태로 공간의 가치를 다각화 시키고, 이를 통해서 ‘소유된 공간’

들이 대중들에게는 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공간’인 것처럼 다가

온다. 이러한 공간들이 현대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시 경관을 지배하게

되며 대형 복합 공간이나, 백화점, 쇼핑몰 등 대다수의 소비 공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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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혹은 ‘여가’등의 용도들을 포함하면서 공공 공간과 유사한 성격의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 공간들은 앞선 가시적인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기제들

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행위를 규제한다. 비-가시적 기제를

통한 추상 공간의 형성이 현대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의 논리나, 행정중심의 계획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추상공간’은 소비공간과 공공공간이 서로의 특징들을 상

호 복제하면서 도시 경관을 지배해 나가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성

을 가진 공간을 상실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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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현대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추상

공간화’

3.1 공간 생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성

3.2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의 개념

3.3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특징

현대 도시공간을 만드는 담론 가운데 하나는 ‘공공성’이다. 도시를 계

획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건축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가지도록

요구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성이라

는 것은 공간에 대한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 이용성 등의 요소

로서 설명할 수 있다.

건축적 공공성의 정의

정석(1997)
공공에 대한 건축의 태도,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와 함께

함에 대한 건축의 태도, 공생의 의미

임상진(1997)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

하는 관계. 개념적으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사회화 된 존

재, 타자와 관계하는 실존적 의미로서의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이며, 공간적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떠나

서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

장은영(2002)

공공성을 건축적으로 해석한 정의로서 공공성에 중요시 되

는 측면, 즉 공공성의 관계와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건축화

시키는가에 대한 의미

차홍녕(2004)
조성된 공간은 적극적으로 도시 활동을 담고 도시에서 독자

적인 공간으로서 도시와 끊임없이 교감을 나누는 의미

Rob

Krier(2005)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열림에

대한 건축의 태도

최기원(2005)
구체적인 건축적 공간을 통해 체류성을 획득함으로써 공공

의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의미

윤지혜(2005)
공동의 자산인 도시 속에서 일반의 다수를 위해 건축이 갖

는 일종의 태도

[표 6. 선행 연구에서의 건축적 공공성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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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 도시 공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공공간들은 공공성을 표

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공공적인 제어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다른 형

태의 ‘현대적 추상 공간’이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은 일

반적인 도시 공공공간은 물론이고, 새로운 공공영역이라고 칭할 수 있

는 복합 소비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소비 공간에서 찾아 볼 수 있

는 역공간(liminal space)의 사례는 공공공간을 표방하고 있는 소비 공

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

면서 계획되는 도시 광장이나 교통 인프라 시설의 공간에서도 추상 공

간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공익’, ‘공공성’과 같은 용어는 추상 공

간에서의 전략들을 은폐하고 이미지로 치환한다. 다수에게 이익을 만들

어 주고, 모두에게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되지만,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모호함과 배타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

다.

본 장에서는 추상 공간 생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성’의 활용에

대해서 짚어 본다. 공공성이 가지는 배타적인 속성, 상품화 되어 버린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공공성의 추상공간화의 개념을 정리한다. 도

시 공공공간은 ‘공공성’이 아닌 공동체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소비 공간은 공공공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도시 공공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소비 공간과 공공공간은 서로의 특징

을 상호 복제 하면서 공간을 추상화 시키며, 참여와 공간적 실천이 불

가능하도록 배제 전략을 활용하고, 요새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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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간 생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성

3.1.1 권력화 된 공공성

1) 공공성의 일반적인 정의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는 ‘공공성’ 일 것이다. 모더니즘 이후 효율성, 합리성과 같은 용어 대신

공공 공간, 공공성이라는 것들로 도시는 계획되었다. 하지만 공공성이라

는 단어는 상당히 모호하다.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이 사회적 생활에서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가운데 공공영역

에 해당하는 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성의 증진에 있다. 여기서 공

공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열린 마음이나 태도로서 개인적 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도시의 공공성을 정성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선행 연구가 다수 이

루어져 왔고,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공공의 이익으로 이해하며, 그 구성

요소로서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 이용성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31) 사이토 준이치의 「민주적 공공

성」에서 정리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국가와 관련된 공공인(official)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공

공성은 국가가 법과 정책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활동

을 말한다. 이때 공공성은 강제, 권력, 의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관련

된 공통적(common)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공공성은 공통의 이익

(common interests), 재산,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범, 관심사 등을

가리킨다. 복지나 질서가 여기에 포함되며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며, 그 이면에는 개성을 억압하는 불특정 다수의 압력

31) 이상민 외 2명,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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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셋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불특정 인물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공간, 정보

를 말한다. 건축·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간에 대한 접근성의 여부와

관련된다.32)

정의

공공인 것

Official
국가가 개입한 공공 활동

공통적인 것

Common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 질서

열려 있음

Openness
누구에게나 열린 접근성

[표 7. 공공성의 일반적 세 가지 의미]

2) 공공성의 배타적 속성과 여론의 허상

추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 혹은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

대 도시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배

타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버마스가 설명하고 있는 공공

성과 공공영역의 개념은 일정부분 배타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이론의 한계에 대해 낸시 프레이저는 「Rethinking the public

sphere」에서 비판하고 있다. 프레이저는 ‘공공’이라고 칭해지는 집단들

에 대한 접근성 여부와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여론의 허상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지적한다.

"공공영역은 국가가 아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결집된 비정부

조직의 담론적 여론으로서 국가에 대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부

르주아적 개념에 있어서 공공영역의 비정부적 성격이야말로 그 안에

서 생성되는 "여론(public opinion)"에 독립성과 자율성,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욱이 부르주아적 개념은 이와 같은 공론의 담론

32)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류수연외 2역, 이음, 2009 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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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한이 여론 형성뿐 아니라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경우 공론의 자율성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 공공이 곧 국

가가 되어서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저지의 가능성이 상실될 것

이기 때문이다.33)

두 이론 가운데 먼저, 공공영역과 공공성에 대해 정의한 하버마스의

개념은 ‘공공 문제(public concern)’, ‘공공 이익(common interest)’ 문제

를 논의하기 위해 ‘개개인(private person)’들이 모인 곳이라고 정의한

다. 이 생각은 절대 왕정 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을 잡아주는 부르주아적

인 공공영역의 구조에 힘을 주었다. 이러한 대중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

이 있는 공공성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중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

론이라는 것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감시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의 활동은 주요한 감시 대상이다. 처음에 이

것은 국가에 대한 정보 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부르주아 사회

의 ‘공통의 관심’은 국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 발언, 자유 언론과 대표

적인 정부의 의회 제도를 통해서 표출된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개념은

시민의 책임을 제도적인 메커니즘과 합리화(rationalizing)된 정치적 지

배에 의해 지정된다. 다른 관점에서는, 담론의 상호작용의 특정 종류를

지정한다. 여기서 공공영역은 공공문제의 제한을 받지 않은 합리적인

토론의 이상을 내포한다. 결국 하버마스가 설명하는 공공영역의 개념은

‘부르주아’계층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기구나

집단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다. 반면 프레이저는 공공성이 가지는

배타적인 문제와 담론형성의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개방성(Open access)의 문제였다. 또한, 공공영역의 부르주

아적 개념은 사회 질서에 전제가 되었다. 국가는 새롭게 민영화된

시장경제로부터 급격하게 차별화 되었다. (즉, 국가와 시장경제의 완

33) N.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iting democracy", Duke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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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버마스와 프레이저가 다루고 있는 공공성의 차이점 ]

벽한 분리를 의미한다.) 사회와 국가의 완전한 구별은 “사적 이익

(private interests)”을 배제하고 공공 토론의 형태를 뒷받침한다. 하

지만 이러한 조건은 특히 비 부르주아 계층이 공공영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 다음, “사회문제(the social question)”가 전면으로 부

상했다. 사회는 계급투쟁에 의해 양극화 되었고, 대중은 이익집단의

경쟁의 덩어리로 분열되었다. 거리시위와 밀실, 사적 이익 사이에서

중개 타협은 공공선에 관한 공개 토론으로 대체되었다.34)

프레이저는 하버마스가 설명하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에는 배제된 계층

들에 대한 고민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하버마스가 언급한 '정치적'차원에서의 공공공간들에서는 '여

성'이나 '이민자들'과 같은 특정 계층들이 배제된 공간들이었다고 설명

하고, 이들의 의견들은 '대안적 공공'을 만들어 내는 가치로서 진정한

공공 공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의 (소수집단)

의견 등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묵살되고,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문제

들은 사회 전체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프레이저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과 소수의 집단들의 의견이 평등한

참여와 사적이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시 재개발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이상적이고 논

리적이며 합리적인 도시 개발의 현상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

전체의 생산성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상업

시설들을 통해서 개발하고 재활성화 함으로서 전체의 활력과 상업적 이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주해야하는 주민들과 그들이

34) N.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iting democracy," Duke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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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를 수 없는 그들의 일상 공간들, 행정적 문제들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소수의 이해들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들의 삶을 개

선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상업적 공간으로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

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와 목소리를 듣고 그들

의 공간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을 띈 행정일

것이다.

현대 도시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고 그 것

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 문화나 역사, 관광지구

등의 명목 하에 도시 계획에서 혜택을 수여받거나 개발을 단행할 수 있

는 권한 역시도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권력의 표현이다. 전

제주의 국가 때 등장하는 추상적 공공공간과 다른 점은 현대 도시의 추

상공간들은 비-가시적이라는 것 뿐이다. 여전히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

하기 원하는 공동체들에 의해서 공간은 계획되고, 분할되고, 재분배된

다. 다만 그 주체가 ‘공공’이라는 불특정하고 모호한 집단에 의해서 결

정된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다.

논점 비판점

개념

남성위주의 사회구조에서 벗

어나 사적 이해관계나 주체

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버마스가 정의한 공공영역

에 대해 고정적, 배타적 관점

을 비판

주체

단일한 공공영역보다 다양한

공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공공선(common good)의 개

념의 모호성 비판

관계

강한 공중과 약한 공중을 모

두 포함해야 하며 그 관계를

파악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비판

접근성

사회적 불평등을 묵인하는 것

이 아니라 근본적 제거가 필

요하다

접근성의 모호성에 대해 비판

[표 8. 낸시 프레이저의 대안적 공공영역의 개념]



49

[그림 12. SK에너지의 CSR광고]

3.1.2 상품화된 공공성

공공성이 추상 공간의 생산의 새로운 전략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도시 공간을 장

악했고, 부동산을 동산화 하였다. 자본가들은 생산 수단이나 소비재들의

생산을 넘어서 공간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공

간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매겨지고, 도시 공간의 가치와 질을 높이기 위

해 ‘공공성’이라는 담론 자체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음에 주

목했다.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면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추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대다수 상업광

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기업에 제공하는 상품이나 소비재,

생산재들을 직접적으로 광고하지 않는다. 기업 자체의 이미지를 상승시

키고, 이를 통해 가시적이지 않은 이익들을 창출한다.

위 광고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을 지원하면서

새롭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한다. 대형 건축물에서 대지

의 일정 부분을 공개공지로 제공하여 도시 가로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

는 것 역시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로

환경 개선이나 도시의 물리적 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보장 받

는 용적률 상승과 같은 사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

축물에 공적인 기능을 전가시킴으로서 도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본가들은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 면적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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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애틀의 용적률 시스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은 건축적 공공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건축물이 가지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직

접적인 금전적인 이윤을 보장해준다. 1985년의 시애틀의 용적율 인센티

브 제도는,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공공을 위한 시설을 제공

할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둠과 동시에 기준 용적률(FAR)을 1,000%에서

500%로, 그리고 최대 높이제한을 400ft(122m)에서 240ft (73m)로 강화

하였다. 업무지역에서는 높이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기준용적률을

1,000%로 지정하고 다양한 보너스를 제공하여 최대밀도를 2,00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축적 공공성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이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공공성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소

비 공간 역시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합 시설내로 포함시

키는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 Banerijee는 이러한 현상이 복합 쇼핑몰

측에서 상업적 전략으로서 공공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공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끌어 들고 있다고 본다.35) 소비 공

35) Bannerjee,. “The future of public space”,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2001, p. 9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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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개공지 확보와 용적률 완화]

간의 문화적 기능, 공공 공간적 기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한 효율성만을 따지자면, 문화 공간이나 공적인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아트리움이나 실내 광장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 보다는

직접적 상업 가치를 창출 가능한 매장 면적 확보가 나을 것이다. 하지

만 소비 공간에서 다른 행위들이 수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보다

쾌적하고, 소비 공간에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공간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 정

보행 및 시민 휴식 공간 관련

진입부 및 바닥 높이 규정

건축선 후퇴부 관련 규정

공개 공지

보행 통로

녹지 공간 관련
대지안의 조경

옥상 조경

건물규모 관련

높이제한 완화

공공시설 조성에 의한 용적률 완화

공개공지조성에 의한 용적률 완화

[표 9 건축적 공공성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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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성의 추상공간화의 개념

3.2.1 공공성의 추상공간화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는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 공간

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활용되는 것에 기인한다. 일반적인 공공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공공인 것(official), 공통적인 것

(Common), 열려 있음(Openness)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추상화된 공

공성의 개념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의 공공성을 공간을 관리, 통제하

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공공인 것은 국가가 개입한 공공활동이

아닌 사적인 행위들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적인 활동이 아

닌 사적 행위들, 즉 사적 담론들은 공공공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한다. 공통적이라는 것은, 추상 공간에서의 동질화, 차이

를 배제하는 속성과 일치하며, 모호한 개념으로서 소속된 집단의 공

동체를 강화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활용된다. 열려 있음은 공

간 자체의 개방성이나 접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간의 접

근성을 높여 상업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접근가능

하다. 따라서 공공성을 띈 공간이 상업적인 가치와 상품화 가능한

교환가치로서 의미를 생산하며, 소비공간과 결합되어 복합 소비공간

에서의 공공공간적인 속성을 갖게 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소비 공간

이 ‘공공성’을 갖는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매개공간이나 전이공

간을 활용하여 도시 흐름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가로와 광장, 내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접근성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경우

가 많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공공성을 획득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공공성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국가가 개입한 공공 활동 사적인 행위들이 배제됨

공통적인 것

Common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 질

서

Common 의 모호한 개념

공동체를 강화

열려 있음

Openness
누구에게나 열린 접근성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표 10. 추상화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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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낸시 프레이저의 여론에 대한 비판적 개념]

3.2.2 공공공간의 공동체화

1) 여론의 공동체성

프레이저는 공공영역은 여론(public opinion)을 형성하는 곳으로 기능

해야 하지만 여러 대중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규정한

공익(common interest)이라는 것은 진실 되지 않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프레이저는 배제되었던 대중들(public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들이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말과 단어들을 통해서 의견이 표출될 필

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

인 개선을 도모하며, 사적 이해에 대한 존중을 통해 다중적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공영역의 개념과 프레이저의 대

안적 공공성의 개념을 토대로 추상 공간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본다면,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은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중심의

공공 공간’이다. 도시 공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공 공간들은 실

상 보통의 평범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지역주

민들이라는 ‘공동체’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할 때 불쾌감을 줄 수 있

는 요인들은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래 그림은 Los Angeles의 한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벤치 디자인이

다. “bum-proof” 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벤치 디자인은 앉기에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벤치에 누울 수는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

는 단순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트리트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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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bum-proof' bus bench, in los

angeles. (good for sitting, but the

bench's shape discourages individuals

from attempting to slumber) ]

니처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

일련의 비평가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국 도시에 살고 있는 빈

민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오락시설들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이들을 이전에는 이들이 점유하

고 사용하였던 공간으로부터 내쫓고 있다고 주장한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해변가, 쾌적한 공원, 배회로 등 예전에는 실제로

민주적인 공간이었던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36)

헤니건의 말처럼, 현대 도시에서 ‘공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민주적

이고 평등한 단어가 아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불리어지는 가로 벤치만

봐도, 노숙자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벤치 중간에 팔걸이를 둔다던지

곡선형으로 만든다던지 하는 디자인으로 변경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공간들도 마찬가지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소속된 초

등학교는 주변 낙후된 주거지역에서는 통학할 수 없도록 학부모들의 반

36) John Hannigan, 「Fantasy City :Pleasure and Profit in the Postmodern

Metropolis」, Routledge, 1998,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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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 학군배정에 대한 항의가 발생한다. 심지어 같은 단지에 속하지 않

은 주민이나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처럼 둘러싸여진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둘러가야 한다. 현대

도시 공간들은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특정한 ‘공동체’들의 공간을 형

성하고 있었다. ‘공공성’이라는 추상적 이미지가 만들어 내고 있는 또

하나의 추상 공간이다.

2) 공공성과 공동체의 차이

추상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공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공

공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

영역은 공동체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 ‘사회 공간’과는 궤를 달리한다.

먼저 공공성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영역’이라는 것은 동일

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조건으로 형성되는 사이의 공간이

라 할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간을 점유하는 가운데

그것들의 사이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공간이 통합되고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타자’의 존재

자체가 공공성 확보의 최소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37) 비교해 보자면,

도심 광장과 공원과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광장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

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하며 그 가운데 특별한 이벤

트나 사건들이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축제’

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결국 타자와의 만남이 전제되는 공간이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 축제가 발현 될 수 있는 초일상의 가능성을 갖춘

공공영역이다. 이것이 르페브르가 설명하고 있는, 체험된 공간이며, 일

상의 삶과 생활 세계에서 자신들의 삶을 타자와 공유하고 나누면서 공

간을 ‘전유’하는 전유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이다. 따라서 전유 공간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간적 실천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획득해

가야한다.

37)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류수연 외 2역, 이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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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공동체

범위 열려있음 바깥을 만들고 안을 형상화

가치
이질적인 가치를 가짐

그것들 사이에서 창조되는 것
본질적인 가치를 공유

매체 사건에 대한 관심 내면의 정념

[표 11 공공성과 공동체와의 차이점]

하지만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계획가, 건축가들은 ‘사용

자’라고 불리는 집단의 공간적 실천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사회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 실천에서 건축가는 자신의 공

간 안에 정착한다. 건축가는 이 공간에 대한 재현을 지니고 있으며, 이

는 백지와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구성단위 등으로 이루어진 그래픽과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인지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기

하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물체들이 놓이는 환경, 물체 그 자체, 기획이

객관화 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르네상스 이후 줄곧 가다듬

어져온 선 투시도법, 즉 고정된 관찰자, 부동의 지각 장, 안정적인 시각

세계로 이루어진 방식을 원조로 삼는다. 지각 장에 의해서 '무의식적'

으로 결정되는 건축 기획은 실현 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38)

이제 '사용자' 또는 '주민'이라고 하는 어설프고 악의적인 용어로

불리는 사람들의 공간을 살펴보자. 사실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강력한 암시적 의미를 지닌 단어조차 없는

형편이다. 공간적 실천은 이들을 언어에서 조차 소외시킨다. '사용자'

라는 말은 상당히 애매하고 수상쩍다. 사용이라니, 무엇의 사용을 말

하는가? 우리는 의복,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집을 사용한다.

교환 가치와 그것이 함축하는 내용에 대비해볼 때 사용 가치란 무엇

인가? '주민'이라고? 이 말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모두이면서 아

38) 고길섶, “공간의 문화정치”, 「공간화 사회 통권 14호」, 2000,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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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아니다. (빈곤한)'사용자'와 (소외된)'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요

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39)

결국 건축가의 건축 기획은 그 기획을 수용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건

축적 사고의 장에서 움직인다. 건축 기획이 타당성 검토에서 성공하여

실재화 되기 위해서는 숫자로 환원 가능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

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본과) 소통 가능해야 한다. 짧게 말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 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

험적으로 가까운 영역과 먼 영역, 주위, 환경, 사적인 것과 공공인 것의

관계 등과 관련된 질문들은 복잡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인들로

치부된다 아니면 아예 배제되거나 최소화 된다. 르페브르의 지적과 같

이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주도되는 다양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사

업과 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들은 어떠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되는 공간들은 그 공간을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높아진 공간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계층들을 위해 개발된다. 시나 정부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집단들에게 만들어낸 추상 공간을

판매한다.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공간들을 '공공 공간'을 표방하고 있

는 소비 공간으로 전환하여 도시에 내놓는다. 대중들은 이렇게 형성된

역공간과 디즈니랜드 식 공간 속에서 그들이 규정한 행동 범위와 절차

를 통해 공간에 대해 학습한다. 이렇게 비-가시적인 전략들을 통해서

공간화가 진행된다. 사람들의 '체험된 공간(lived space)'는 사라지고 무

엇을 경험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진 공간 속에서 질서 지워

진다.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에서 '도시계획과 재건축'의 실패를 분석했다.

제이콥스는 특히 도로와 인접지역의 파괴가 어떻게 도시 생활에서 습득

된,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치안, 어린이 교육, 접촉, 관계 다양

성등)의 상실을 초래했는지 비판했다. '녹색 공간', 즉 나무들이며 교차

39)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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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아닌 광장, 도심 안의 공원 같은 공간은 '공동체' 전체에 어느 정

도의 멋을 더해준다. 그 어느 특정인에게도 이익을 안겨주지 않는 이

같은 공간은 사라져가는 경향이 있다. 비생산적 소비는 투자를 촉발하

지 않는다. 오로지 멋만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과정은

퇴화로 이동하며, 주차장, 고속도로, 차고 등의 확장과 식목공간, 나무의

개체수, 사유지 공원 등의 면적 감소라는 대표적인 두 과정을 통해 도

시 공간 파괴에 도달할 수도 있다. 모순은 공간의 생산적 소비와 멋의

생산적 소비, 즉 비생산적 소비 사이에 자리한다. 자본주의적 '이용자들

'과 공동체에 속하는 사용자 사이에 자리 잡는다는 말이다.40)

현대 도시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공공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의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게 활력이 있는 공간으

로서, 공적 공간의 적절한 사적 전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인

공간은 다른 집단들을 배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고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이 상호교류의 조정이 필요하

다.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 역시도 진정한 사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

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어느 정도의 전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40) 고길섶, “공간의 문화정치”, 「공간화 사회 통권 14호」, 2000,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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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비 공간의 추상적 공공공간화

공간이 사유화되고 권력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시대를 지배하는

소비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소비시설은 발전했다. 모든 시설들은 소비 공

간과 연결 지어졌고, 사람들의 일상은 소비로 대체되었다. 이는 모든 일

상 생활공간이 소비 공간이 되고, 그들의 사적 공간은 소비를 위해 전

략적으로 계획되었다. 자본이 곧 권력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소비 공간

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발전했다. 양식의 소멸과 함께 그것을 대체하

기 위해 등장한 제품은 문화를 일상 문화와 고급문화로 구분하기 시작

했다. 소비와 결합된 문화는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문

화 역시도 하나의 권력의 표현 수단이자 상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상생활 세계는 무의미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수동적 공간으로 인식되

었다.

예전에는 땅을 팔거나 빌렸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용적을 사거나

판다. 아파트, 숙소, 방, 건물의 층, 테라스, 다양한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환 가능한 각각의 장소는 이렇듯 공급과 수요, 가격 형

성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업적 조작을 형상화한다. 비교 가능성

은 거의 동일한 '단위 공간'의 생산을 통해서 달성된다. 동질성은 승

승장구 한다. 하나의 숙소에서 다른 숙소로, 하나의 '단위 공간

'(cellule)에서 다른 단위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낀다. '모듈'(module)이론과 실천은 '모델'로 간주되

는 단위 공간의 생산을 무한히 반복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공간은

재생산 가능한 것으로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수직성, 원래 대지의

바닥면과 그것이 지니는 개별성에 대비해서 용적이 누리는 독립성은

문자 그대로 생산된 것이다. 41)

복합 소비공간은 ‘공공’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서 현대 사회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 특히 자본주

41)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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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에서 복합 대형 시설 특히 상업 시설은 실제 공공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Goss(1993)는 복합 시설이 민간 소유의 이익을 위해 만

들어졌지만 그 설계와 잠재적 기능에서 부분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부합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Gary and Gary(1999)는 복합 쇼핑몰에서의

다양한 현상이 공공과 민간 어떤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

중 공공공간’, ‘준 공공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공공공간

의 많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공공간의 여가적인 기능, 친교,

만남, 교제 등이 발생하며 전통적인 공공공간의 공원, 광장,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Banerjee(2001)에 따르면 오히려 사적 소유

주 입장에서 상업적 전략으로 이러한 ‘공공적’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고객

을 유치한다. Goss(1993)는 무료 화장실, 무료 이벤트, 휴식 공간 등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결국 복합 쇼핑몰은 그 규모, 설계, 기능에서 뛰어난 접근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1) 공공공간의 내부화

19세기 등장한 대표적인 소비 공간인 아케이드는 공간의 사유화의 과

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아케이드의 등장은 가로는 걷는 다수의

대중들을 위해 좋은 쇼핑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표면적

으로는 거리에 채광이 가능한 지붕을 둠으로서 기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쇼핑공간을 도시에 제공하고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가로의 사유

화’라고 볼 수도 있다. 기존의 가로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

히 특정 계층과 사람들을 위한 ‘소비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는 도시 내

에서 가로와 광장의 상실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적 공간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공적인 느낌을 가진 사적 공간이 자리하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근대에 나타난 도시정비 계획들은 지배 계층들이 도시를 그들의

목적대로 정비하면서 일상에서 공공공간과 가로의 기능들을 제한했다.

오스만의 파리계획안에서 "거지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한 끝없이 신화의

빛을 밝히겠다."라는 말은 계층을 구분함으로서 도시 조직을 지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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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가로의 내부화를 보여주는 파리 아케이드 ]

의 이익과 그들의 공공선을 위해서 조작하는 것이다. 이후 등장하는 근

대건축과 도시 계획들은 가로에 존재하는 생활과 일상의 요소를 배제하

고 단순한 통과교통의 장소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도시는 획일적 건물

과 기능 중심의 조닝, 교통로로 구성된 균질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다

양한 축제와 보행자들의 행위가 일어나던 공공공간은 지배계층의 의도

에 따라 ‘소비 공간’으로 바뀌거나, 특정 지역, 계층, 기능만을 담당하도

록 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공공간이 가졌던 여러 행위들과 기능은

분화되어 위락시설, 휴양시설, 소비시설과 같은 다른 시설로 등장한다.

공간이 사유화되고 권력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시대를 지배하는

소비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소비시설은 발전했다. 모든 시설들은 소비 공

간과 연결 지어졌고, 사람들의 일상은 소비로 대체되었다. 이는 모든 일

상 생활공간이 소비 공간이 되고, 그들의 사적 공간은 ‘소비’를 위해 전

략적으로 계획되었다. 자본이 곧 권력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소비 공간

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발전했다. 양식의 소멸과 함께 그것을 대체하

기 위해 등장한 제품은 문화를 일상 문화와 고급문화로 구분하기 시작

했다. 소비와 결합된 문화는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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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역시도 하나의 권력의 표현 수단이자 상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상생활 세계는 무의미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수동적 공간으로 인식되

었다. 19세기 이전의 유럽에서는 예술이라는 것은 상품이 아니었다. 예

술가들은 자신들을 후원해주는 귀족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과

생계를 유지했다. 이른바 페트론이라고 불리는 지원체계는 귀족이 예술

가들을 후원하고 문화를 생산하면서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자체가 귀족

적인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에 반해 19세기 이후 자본가의 등장은

귀족들의 페트론 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본가들은 자금을 지원하고 그

것을 통해 예술가들의 작품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만들어 내는 것이 목

적이었다. 그에 따라 예술 작품의 사회적인 위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작

품을 사고팔면서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

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케이드 공간의 등장할 무렵과 맞물려 예술이 사

고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자, 공간으로서 아케이드가 중요한 공간이다.

아케이드의 실내 공간은 예술과 문화가 상업과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기본적으로 가로와 같은 형태에 지붕을 씌운 구조로 구성된 아케

이드는 일렬로 늘어선 가게에 보행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

다. 몇 걸음 사이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상품을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한 요소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가나 디자이너, 예술가들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입면을 구성했다. 제화점, 신발가게는 온갖 색상의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고, 열쇠점의 간판은 6피트 높이의 금박 열쇠로 되어 있으

며, 스타킹 상점 앞에는 3미터가 넘는 스타킹이 걸려 있다.42) 이러한

모습은 일종의 시각적 스펙터클의 공간으로서 현란한 볼거리들에 익숙

해지게 되는 최초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20세기에 등장

한 테마파크에서 보여주는 과부하적인 스펙터클과 유사한 광경이다. 문

화의 상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문화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하

나의 권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모든 소비 공

간에서 문화나 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상품과 함께 문화를 판매하는 양

42)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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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상품이자 교환가치로 변해버린 문학작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 비평하는 풍자만화]

상을 보이며, 문화 공간 역시 소비 공간과 결합하여 변화하게 된다. 보

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도시 공간과 달리 아케이드는 사실상 부르주아

의 외부화 된 거실이었으며, 효과적으로 저주받은 실내를 대도시의 외

부로 추방시키는 것이었다. 벤야민과 라치스가 나폴리-집의 실내에서

공공의 외부로의 이동이 영구적인 축제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

각했던-의 노동계급 이웃에게 발견했던 다공성과는 달리, 여기 도시환

경은 부르주아 주거공간의 정지된 삶 또는 죽음 본능으로 변환된다.43)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근대화로 인해 도시 물리 환경은 일상을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재산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었고, 그 결과 공

공공간이라는 것은 남의 것도 아니지만, 내 재산도 아닌 공간으로서 방

치되어 버렸다. 일상의 욕구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탈의 발현장소

였던 공공공간이 자본과 연관된 사적 공간에 의해 침탈되기 시작하면서

공간의 상품화가 가속되었다. ‘아케이드’ 라는 내부화된 공공 소비공간

43) Brian Elliot, 「Thinkers for Architects "Walter Benjamin"」, 이경창 역, 시공

문화사, 2012,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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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은 '자본'이 가지는 힘과 그것 자체가 사회에서 권력 요소로 대

변되며, 같은 크기 같은 품질로 동질화되어 나뉘어진 공간 역시도 각각

의 가치가 평가되어 상품처럼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소비행위의 쾌적함을 위해서는 공공공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공간의 사유화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전략으로서 공공공간이 상품화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대지를 장악했고, 부동산을 동산화 했으며, 이를 통해 이

부문은 중심이 되어갔다. 자본은 이제 고전적인 유형의 생산, 즉 생산수

단이나 소비재 생산을 떠나 공간의 생산으로 몰려들었다. 더 이상 공간

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여가와 일탈을 위해서

도 자본을 통해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자본의 순환고리 속에 포

섭되어야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성으로 포장된 공공공간들은

대부분 '테마'와 '지역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세우고 소비 행

위로 채워진다. '공공성'이란 말 그대로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려있음' 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간의 개방성, 공공성, 다양성

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미 공간은 상품처럼 점유와 소비하는 주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열린 공간을 의도하고, 점유하는 주체가 있다는 다

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상성은 일상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합하고, 또 일상성에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도 통합한다. 좀 더 완전한 일상성을 염원하며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도 곧 일상성에 의해 덥석 물려 삼켜진다. (...)

이 소비는 과거에 의미를 추구하던 어떤 것들을 삼켜버렸다. 지금

사람들은 의미를 청산하고, 의미의 추구를 우스꽝스럽다고 선언하고,

부조리·현실·합리성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한다.44)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의 생활 세계와 합치되는 일상들이 생산하는 공

간이 아니라 철저히 목적성과 의도를 내포한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그

44) Henri Lefebvr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파랑, 2006,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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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일상성의 지배와 공간의 동질화 ]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과 공간과의 관계는 붕괴되고 일-방향적인

공간만이 남겨진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제공된 공간을 소비하는 소비

자로 전락하고 선택과 생산으로 부터 소외된다. 공간마저 소비하는 시

대가 된 것이다.

2) 역공간 liminal space

현대 도시에서는 쇼핑몰이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가능성이 높은 공공

공간으로 등장한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부흥과 자동차 보유

가구의 증가는 거리 개념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물리적 팽창을

가져왔고, 교외에는 주차장을 동반한 쇼핑 목적의 대형 시설들을 발달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형 소비 공간들은 이용자들의 출입이나 구매

를 통제하기 쉬운 아트리움의 형식을 띄면서 공공공간을 실내화 하였

고, 문화 공간이나 공원, 광장 등의 오픈 스페이스 형식의 공간들을 매

개로 하면서 ‘소비 가능한 사람들’의 접근 편의와 ‘소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배제를 동시에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속성의 공간을 역공간

이라 부른다.

감시와 배제 공간의 상품화

역 공간

liminal

space

영역성

계층화

사용자간의 감사

공간의 교환가치화

문화, 여가 공간의 표방

[표 10 역공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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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소비공간과 도시 공공공간의 결합과 공공공간의 상품화]

역공간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해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

자체가 상업적 의도에 의해 허물어진 상태다. 역공간은 매개 공간의 형

식이나 위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공적영역이나 사적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애매한 중간 상태에 위치한다. 이러한 특성을 ‘역치

성’(liminality)이라고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어진 자극이 의식되는 한계를 뜻하는 자극역(limen)이

라는 개념을 빌어 ‘역’을 “한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 혹은 카테고리

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옮겨갈 때 겪는 통과의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주킨(Zukin)은 이러한 역 공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

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소비 공간이 역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의 대형 소비 공간에

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적 이미지를 덧 씌우는 형식들이 공간의 역치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은 대량 소비를 등장시켰고, 이는

물건 판매를 위해 대형의 쇼핑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파리의 봉마

르쉐(Bon Marche)는 이러한 요구에 응대한 건물유형의 시초에 해

당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빛으로 가득 찬 대형 오픈공간이

건물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다. 마크 핌롯(Mark P imlott)은 이 오픈

공간이 민주적이며 스펙터클한 성격을 지닌다.45)

역공간적 속성을 가진 현대 소비 공간은 도시에서 광장의 기능을 수

45) Mark Pimlott, 「Without and Within」, Ram Pubns & Dist, 2007, p.128



67

[그림 21. 소비공간의 공공공간화의 과정]

행하며, 가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도 흡수한다. 역공간은 아케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새로운 시설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대 소비 공

간은 복합화, 대형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상업적인 행

위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이고 도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등은 현대 도시에서 더 이상

소비 행위만이 기대되는 공간이 아니다. 마샬필즈 백화점은 이러한 소

비 공간의 복합화와 공공성과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쇼핑객들을

위해, 라운지, 탁아 서비스 등의 공공적인 기능을 담으려는 시도를 하였

으며, 특히 공공의 소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형오픈스페이스에서

오케스트라의 공연, 각종 전시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티파니돔

아래 천창 빛이 쏟아지는 수직으로 높이 솟은 내부공간은 그 자체로 쇼

핑객들에게 대도시 경험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그런데 천창을 통해

이 내부 공공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은 구조물을 거치면서 자연광 보다

부드러워져서 마치 스튜디오 조명에 가까운 것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도시 공간의 분위기를 풍기게 만드는 기능을 했

다.46) 이처럼 소비문화가 근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쇼핑의 공

간인 소비 시설이 자연스럽게 도시의 공공장소의 역할을 담당한다.

46) J. Fredrich Geist, 「Arcades: the History of a Building Type」, the MIT

Press, 198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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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의 양상과 의의

4.1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를 보여주는 도시 공간

4.2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형성요소

4.3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의의

4.1 공공공간의 추상 공간화를 보여주는 도시 공간

4.1.1 도시 공공 공간

1) 도시 광장

도시 광장은 대표적인 공공공간이다. 도시 광장의 정의는 도시민에

게 창조적인 생활의 장으로서, 외부 생활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장은 물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작은 도시의 전원이나 대도시의 중심광장, 거대도시의 기념 광

장 등은 모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행자들을 위한 집합장소로

서 상호 접촉을 통한 인간상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위험한 교통으로

부터의 해방과 복합한 도로의 긴장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장소로서

의 역할을 수행한다.47) 광장은 힘과 권력이 표현되는 공간이자, 그와

상반되는 저항과 혁명의 공간, 놀이와 축제가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존

재했다. 공공공간으로서의 정치적, 상징의 공간으로서 광장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가 권력의 전시 공간으로, 또 다른 시기에는 시민들의 공론

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 공간에서 가장 ‘공공성’

을 갖추기 위해 계획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의 예를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광

화문 광장은 디자인 서울 사업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디자인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육조 거리’와 같은 조선시대의 시민

들을 위한 공간을 다시 되돌려 준다는 취지하에서 서울시내에서 ‘차이’

47) Paul Zucker, 「Town and Square」, First Edition, John Wiley & Sons, Us. ,

197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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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광화문 광장의 공간 구성 ]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하였다. 광화문 앞쪽 세종로 일대를

34미터 길이 55미터에 이르는 거대 장방형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

선시대 육조거리를 복원한다는 내용이었다.48) 하지만 광화문 광장의 조

성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추상 공간적 전략들을 발견할 수 있다. 르페

브르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이러한 형태의 광장 조성 행위를 새로운

권력의 상징공간을 구축하는 기호적 실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먼저, 광화문 광장의 입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기 전 육조거리는 전근대 사회의 권력 중심부였으며, 오늘날의

광화문 광장은 인근에 청와대, 정부청사 그리고 미국대사관 등이 있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권력의 중

심부이자 상징적인 곳에 자리한 광화문 광장은 시민에게 ‘전유’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기 보다는 애국심과 국가 권력을 표출시키기 위한 국

가 ‘소유’의 공간에 가깝다. 이를 위해 여러 기호 체계들로서 공간의 의

미를 부각시킨다.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광화문 광장이 그 공간에서 의미를 관리하

고 통제한다는 말은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간의 기능과 행위

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전유 공간으로서가 아닌 추상공간으로서의

광장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광장으로서 사람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전유하고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기념물과 사진을 찍거나 역사적

유적지(경복궁)나 또 다른 공적 공간(청계청, 미술관)과 엮인 대한민국

48) 서울시설 공단 홈페이지 광화문광장 소개 참조 http://square.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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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광화문 광장에 적용된 추상 공간적 특성들 ]

의 전시공간처럼 보인다. 전유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예로

서 플라워 카펫이 잔디밭으로 바뀐 것은 공간에 대한 시민의 출입을 더

욱 자유롭게 한 조치로 보인다. 꽃으로 가득 차있을 당시 플라워 카펫

은 당연히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잔디밭으로 바뀐 뒤에는 출입

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잔디밭

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쉴 수는 없는 공간이다. 넓

은 면적을 가졌지만, 어디에도 햇볕을 가려줄 곳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는 없는 단지 보고 지나쳐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

다. 결국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을 규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여유롭고 한가한 ‘마음’만을 가지

고 광화문, 경복궁, 또는 그 너머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모범 시민’으로

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도시 광장에서는 어떠한 사적 행위들도 적극적으로 일

어날 수 없다. 국가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호와 상징들과

광장 조례를 통해서 국가에서 허락하는 행위와 집회만이 허가 가능하

며, 벤치, 그늘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적 쾌적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

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 속 여가 생활이나 휴식 공간으로 전유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공공성의 추상공간화 현상으로 만들어 지는

도시 공간들은 과거의 자본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던 추상 공

간과 기본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목적으로 찾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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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특별한 기능이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 이러

한 형태의 공간은 절대왕정 시대나 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졌던 ‘과시

형’ 광장과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며, ‘공공성’이 표방하는 전유공간적인

속성은 부족한 추상 공간의 형태이다. 앞서 정리했던 추상화된 공공성

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광화문 광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

석 할 수 있다. 먼저 공공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적인 행위가 배

제되는 특성을 보인다. 전유 할 수 없는 잔디 광장과 빈 공간을 가득채

운 국가 중심적인 기호와 상징들은 생활 세계의 일상 공간으로서 쾌적

성 및 편의성이 부족하다. 또한 광장 조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위의 제한과 공간의 통제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공익’, ‘공공성’이라

는 이름으로 사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위생화 된 공간이다. 공통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면,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특성을 찾을 수 있

다.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에서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입지하여, 공간

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가 부각되며 빈 공간을 가득 채운

국가 업적 및 성취에 관한 기념관, 상징물들은 단순히 ‘광장’으로서 기

능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국가전시관’의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접근

성의 차원에서도 부족한 모습이다. 지하철 역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대

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모습이지만, 4차선 도로에 둘

러 싸여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섬과 같은 형태를 띈 것은 공공성 구현

에 있어 기본적인 물리적 속성인 접근성이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추상화된 공공성 광화문 광장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사적 행위의 배제

전유 할 수 없는 잔디 공간

광장조례를 통한 제한적 이용

쾌적성 및 편의성 부족

공통적인 것

Common

Common 의 모호한 개

념

공동체를 강화

권위적인 이미지 형성

세종대왕 / 이순신 동상

여러 국가-관료주의적 속성

열려 있음

Openness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접근성의 차원에서 부족한 모습

교통광장의 형태로 존재하며 섬

과 같은 형태

[표 13 광화문 광장의 추상화된 공공성]



72

[ 그림 24 서울역사의 개발로 인한 동선과 프로그램의 변화 ]

2) 교통 인프라 시설

교통 인프라 시설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적인 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가능성과 대규모 인원을 수

용하기 위해서 역전 광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기 공간과

발권을 위한 공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비 시설과의 결합된 형태

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인 철도역사는 다

른 지역을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접근하고 이용하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인프라 시설들이 노후

화 되면서, 역사 환경 개선과 동시에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민자 역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KTX도입과 함께 신역사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

공간으로서 서울역의 역할도 변화했다. 신 서울역사가 개발되면서 변화

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선의 효율화이다. 서울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쇠한 역사를 박물관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그

앞에 있던 광장, 그리고 지하철을 연계하여 새로운 역사를 건축했다. 또

한 역사 건물과 연계한 대형 쇼핑몰을 통해 낡은 역사 건물로는 통제하

기 힘들었던 대규모의 인원들과 행위들을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구 역사와 역전 광장과의 연계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

하철과 신 역사와의 연계 그리고 쇼핑몰과의 연계 등은 구 역사와 광장

을 이용하던 다수의 홈리스들과 시위대 등의 행동반경을 축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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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구 서울역사의 동선 ]

광장과 신 역사는 동선 상으로 분리되고 시각적으로도 연속적이지 않

다. 따라서 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위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참

여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상 제 3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여겨

진다. 신 역사 공간은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교묘하게 결탁하여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기차역이라는 기능은 유지하고 최신의 시설을 확

보함은 물론 민간은 상업시설을 연결시켜 그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식으

로 사업을 벌인다. 또한 정부는 홈리스나 시위대와 같은 다른 ‘계층’의

무리들이 벌이는 사건이나 골치 아픈 것들을 쉽게 통제하고 감시 할 수

있으며, 새롭게 정비된 시설에 맞게 개방 시간을 정하고, 머무를 수 있

는 공간들을 없애버렸다.49)

구 서울역사의 동선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먼

저, 역사 외부에 위치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광

장으로 접근한다. 다음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한 후 역사 앞의 광장이나

대합실에서 기차 시간까지 기다린 후 플랫폼에서 탑승하는 구성이다.

이때 역사 앞 광장이 가지는 공간적 역할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간일

뿐 아니라, 타자들과의 만남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만남의

광장'이라는 관용 어구처럼 광장으로서 개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이

용되는 공간인 동시에 타자들의 행위와 만남이 기대되는 공간이다. 또

한 이때는 기다림을 위한 시설들이 존재하고, 교통의 연계가 중요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흐름 자체가 더욱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신 역사를

개발하면서 '효율적'인 동선으로 변화했다.

49) 제이콥스는 가로의 감시자(eyes on the street)라는 개념에서 자연적 또는 무의

식적 상호감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

고, 가로에 속한 사람들과 내부 사람들이 함께 범죄의 방지에 기여한다고 주장

한다. 보행자들의 역할은 경찰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방어공간을 조성하는 구체

적인 방법은 자연적 감시, 영역성, 접근 통제와 경계 강화, 안전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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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서울역 광장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면서 광장은

그 역할을 상실했고, 광장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역시 쉽게 인지가 어렵다. ]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지하

철 1호선과 4호선 '서울역'의 지하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만 타면 광

장은 거칠 필요도 없이 신 서울역사의 내부에 도착한다. 지하철에서 기

차로 '환승'하듯이 효율적인 동선을 구축함으로서 그 '사이'에 존재했

던 광장이나 기다림의 공간들을 사라졌다. 「철도여행의 역사」에서 나

오는 구절처럼, 기차의 발명은 도시와 도시간의 사이 공간을 소멸시키

고, 그 가운데 속해있는 것들은 액자에 박제화 된 파노라마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말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율적'동선 역시도 마찬가지의 개

념이다. 광장에 참여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은 신 역사와 함께 개발

된 쇼핑센터들로 흡수되었다. 신 역사는 구 역사가 만들어낸 도시의 흐

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쇼핑몰 등을 유치하여 소통의 공간

으로 만들고자하는 대의적인 명분과 역사 수익 창출, 시설의 현대화를

표방했다. 하지만 그 결과 공적영역으로서 서울역 광장은 사라졌다. 주

변부의 상업시설이나 어쩌면 더욱 인간 생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

는 예매 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인해 기다림이 필요 없이 기차를 '환승'

하고 떠난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혜택의 이면을 들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유하고

있던 공간들이 추상화되고, 일상 속 가능한 행위들이 모두 '소비'로 귀

결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전략들을 통해 공간은 내밀화되고 권력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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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실내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타일과 좋은 채광 그리고 대 공간을 형

성하여 마치 광장과 유사한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

구 서울역사 앞에 존재하는 광장 대신 신 서울역사 내부에는 거대한

실내 광장을 형성시켰다. 특히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역사의 공간 가

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매표 관련 시설들이 자동화 되면서, 실내 광

장의 크기는 더욱 확장되었다. 규모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나 예전의 역

사 앞 광장의 기능이 기대되지만, 내부화된 광장에서는 철저한 위생화

가 진행된다. 시간에 맞추어 효율적인 동선을 활용해 역사 내로 진입하

게 되면 실내 광장과 결합되어 있는 소비 시설과 연결된다.

백화점, 롯데 마트, 음식점 등과 연결되어 있는 실내 광장에서는 사람

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위나 사적 행위가 나타날 수 없는 공간이다.

깨끗하게 정비된 바닥과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홍보

부스, 자동차나 새로운 전자제품의 시연회 등이 펼쳐지는 공간은 ‘광장’

과 같지 않다. 아니, 오히려 백화점 앞에 존재하는 역 공간들과 같이 상

품 판매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 ‘효율적’ 동선을 통해 서울역사 내부

의 광장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또 다른 소비 공간과의 대면에 의해 분산

된다. 전자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진 매표소의 공간적 점유는 내

부 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시설로 바뀐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상품이나 중소 기업전, 자동차 전시 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내

부 광장 중앙에 큰 비율로 자리한 실내 공간은 진입한 사람들을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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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좌측으로 펼쳐져 있는 패스트 푸드점

과 대형 쇼핑몰로 연결되는 통로는 존재하지만 내부 광장에서 잠시 앉

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코레일 회원들에

게만 주어지는 비밀스런 VIP 대기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론, 기차역

의 특성상 이동하는 출발과 도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크기 면에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간이 여타의

일반적인 광장과 같이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하지만 구

역사가 가지고 있던 광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동선의 효율성’이라

는 측면과 그에 반해 더욱 대형화된 신 역사 속 ‘내부 광장’에서는 어떠

한 유사한 행위도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 역사의 개발 이후 여

러 곳에서 민자 역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 공간이 공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잠식하여 공적 기능을 소멸시켜버리는 사례이다. 앞

서 다루었던 소비 공간 자체에 공적인 속성이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공

공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생산된 공간을 ‘효율성’과 ‘위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 공간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공간을 파편화하고, 구분 지으

면서 개개인의 사적 행위들을 몰살시키는 현대적 추상공간의 개발 형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50)

서울 역사의 특징은 크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개의 광장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외부 광장은 일반적인 도시 광장과 유사한

역할이 기대된다. 신 역사 개발 이전 구 역사의 공간 구조를 살펴봤을

때 서울역 광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기

능했다. 하지만 신 역사가 개발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지하철 출구가

광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지상에서 모인 이후 매표공간으로 가는 것

이 아니라, 지하 출구와 서울역 내부 공간과 직접적, 혹은 광장을 거치

지 않고 접근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역 본연의 ‘기

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피한다는 측면에서나 동선의 효율성

50)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합 민자역사 개발은 철도청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하

고 좁은 역사(驛舍)를 바꾸려는 사업. 역사를 유통, 문화, 위락시설 등 쇼핑과 문

화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왕십

리, 공덕, 청량리 등에서 진행,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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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역사 진입동선과 외부 광장의 차단]

의 차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외부 광장의 공공적인 기능을

크게 떨어졌다. 광장을 거치지 않고 내부공간으로 진입함에 따라 광장

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내부화된 실내 광장

에서는 일반적인 소비 공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부 광장과 유사한

형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추상화된 공공성 서울 역사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사적 행위들의 배제

내부 광장 : 특정 계층 (홈리스,

시위 군중)들을 차단

공통적인 것

Common

Common의 모호한 개념

공동체를 강화

공공공간의 내부화

파편화된 개인

내부 광장과 외부 광장과의 단절

열려 있음

Openness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내부 광장 : 소비 공간과의 결합

대중교통과의 연계

높은 접근성

[표 14 서울 역사의 추상화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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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복합 소비 시설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서 공공시설은 전통적으로 광장이나 도서관, 미

술관과 같이 공권력과 관계있거나, 시민계급의 시설로 전유되어 왔고,

민간시설은 주거, 소비, 상업 시설 등이다. 하지만 상업공간의 도시 공

간 속에서의 절대적인 확산과 공간의 상품화, 공간 자체의 접근 가능성

을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해 지면서 민간-공공시설이라 부를 수 있는

역 공간(liminal space)들이 등장한다. 공권력이 도시 전체를 유지, 관리

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과 결합하여 적절한 공공공인 공간을 제공하면

서, 민간 시설들을 그들의 접근과 인구 집적, 유동성 등을 대상으로 상

업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기관들은 효율성과 관리,

통제,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며, 여타 도시가 비슷한 경관을 형성

하는데 일조한다. 예를 들면 역사 건축이나 대형 쇼핑몰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설에서는 공공영역의 속성과 호텔, 주거 등의 시설과

함께 상업적 공간이 혼합되어 자율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의 접근과 침입을 차단한다.

광장은 소비자가 정보와 소비, 그리고 감성과 쇼핑 공간간의 상호 소통

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대형

쇼핑공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영역성’이라는 단어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영역성은 인간의 일상적 행위를 안정 시켜 주며 장소나 대상의

조절을 통해 자기 자신 또는 그룹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고, 타인의

불의의 침입을 막아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영역이란 고정된 구역으로서

개인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못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이다. 영역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공간의 속성을 규정하고 방어하는

행동을 영역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영역과 영역행동을 통틀어서

영역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영역성은 장소나 물건을 개인화

또는 상징화를 통해서 자신과 타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현대적 추상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역

공간에서는 이러한 영역성에 대한 전략들을 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

적인 기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방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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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 공간에서 대표적인 대형 복합 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쇼핑

몰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며 대중들의 접근성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

다. 쇼핑 몰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로운 선택과 소비 행위를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의 의식, 소비 활동 외에 문화, 교육적인 기능에

이르기 까지 소비 이상의 활동을 제공한다. 하지만 ‘쇼핑 몰’을 감시와

이용자의 행태를 규정하여 권력이 거의 완벽하게 이행되는 곳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51) 물론 도시 광장과 같이 완벽하게 도시 공간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니지만, 소비 시설의 확대로 인

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흡수하면서 공간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과정

에서 광장이나 가로와 같은 공공공간들을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능성과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합 소비시설에서 찾을 수 있는 ‘공공성’과 관련된 요소는 외부 도시

공간과 내부 공간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매개

공간을 형성하여 도시와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내부로

유도한다. 쇼핑 몰이 ‘공공성’을 소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건축적 장치

는 매개 공간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공성을 띄기 위한 요소들 가운데

접근성과 연계성을 극대화 하여 고객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소비를 원활

히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요소 입체복합시설 매개공간 기능

위요공간 아트리움, 광장, 선큰, 공원 휴식, 이벤트

연결축 에스컬레이터, 아케이드, 데크, 브릿지, 보행로 보행

유인시설 메가스토어, 테마파크 동선 유도

[표 15 복합 시설의 매개공간의 요소]

51) 신병윤, 최임주, “L.A 학파 이후의 포스트 모던 공적공간유형의 공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연합 논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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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매개 공간의 요소]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인접한 영등포역에서 접

근할 수 있는 보행로 정비와 진입부에 위치한 외부 광장, 아트리움, 메

가 스토어 등의 매개 공간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전면 광장을 통해 실내 공간으로 접근하면, 대형 아트리움 공간과 마

주한다. 실내 광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트리움 공간은 자연 채광

을 이용하여 개방감과 도시 외부의 환경과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

러일으킨다. 이렇게 모호하게 치환된 경계감각은 도시 광장에서 찾을

수 있는 행위들을 수용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며, 도시 인프라와의 편

리한 연계, 쾌적한 실내 환경 등을 확보해 주면서 이상적인 공공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미 내부화 되어 버린 공공공간들은 소비 공

간에서 필요에 의한 행위들만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갖는다. 소비

를 자극하기 위한 이벤트나, 공간적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는 효과 등을

사용하여 테마파크와 같이 비일상적인 축제만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내부화된 공공공간은 도시와 대중, 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



81

[그림 30.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1층 원형 아트리움]

적인 소통이 어려우며, 그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비 공간에

포섭된 소비자의 일원일 뿐이다. 소비 시설의 공공공간화는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기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성

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에서 출발하

기 때문에, 공공공간에서의 인간의 자유와 사적 행위의 배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고, 실제로 이

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민간 소유주에 소속된 사적공간이다. 따

라서 Christopherson(1994)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은 결국 각 이용자들

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운영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행동

을 제한하고 있으며 Banerjee(2001)은 공공은 각 매장의 고객으로서 환

영을 받을 뿐이고 모든 공간은 경비원과 감시카메라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Lewis(1990)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공간은 계급,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많은 차별이 존재

는 사회적 공간으로 보이지 않게 행동, 의상, 동선까지도 좌우된다고 주

장한다. Erkip(2003)은 복합 쇼핑몰이 도시빈민층에게는 공공공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직 사적영역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Urry(1990)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복합쇼핑

몰을 벤담의 팬옵티콘과 유사하다고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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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의 추상화된 공공성은 일반적인 복합 소비공간에서의 속성

이다. 앞서 신 서울 역사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하며, 내부 광장과

외부 광장으로 구분되어 뛰어난 접근성과 공간적 연계를 보여주지만,

타자와의 교류가 일어나거나 사적인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공간과는 거

리가 멀다. 오히려 편안하고 쾌적한 소비를 위해 적당한 공간감과 편의

를 제공해주는 공간으로서 ‘공공공간’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상화된 공공성 타임 스퀘어의 추상화된 공공성

공공인 것

Official
사적 행위의 배제

내부 광장은 상업적인 행사와

활동만을 허용

소비 공동체 외의 타자를 배제

공통적인 것

Common

Common의 모호한 개념

공동체를 강화

공공공간의 내부화

파편화된 개인

소비를 통한 동질성 형성

열려 있음

Openness

공공성의 상품화에 영향

소비 공간에 적용

내부 광장 : 소비 공간과의 결합

대중교통과의 연계

높은 접근성

[표 16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추상화된 공공성]



83

4.2 추상공간화의 양상과 형성요소 : 요새화

“이 도시는 악의로 가득 차 있다. 잘 단장된 웨스트 사이드의 잔디

밭에는 ‘접근하면 발포함’이라는 무시무시한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골짜기와 언덕에 있는 부자 동네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

장한 청원경찰과 최첨단 전자감시 시스템이 보호하고 있다. 도심에

서는, 공공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르네상스’가 감히 접

근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성을 지어놓고, 흉벽과

해자를 통해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격리시키

고 있다. 이들 중 주로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인들이 거주하는 몇

몇 지역은 경찰이 바리케이드와 검문소 등을 동원하여 다시 봉쇄해

버렸다. 헐리우드에서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도서관을 마치 외인

부대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다. 와츠에서는 알렉산더 하겐이라는 개

발업자가 현대의 판-옵티콘이라고 할 만한 절대로 안전한 쇼핑몰을

만들었다. 이 쇼핑몰은 중앙 탑에 자리한 경찰지서가 감독하고 있는

움직임 탐지기와 강철로 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소비주의의 감

옥이다. 한편 도심에서는 관광객들이 흔히 호텔로 착각할 정도 엄청

난 규모의 새로운 연방감옥이 들어섰다.”52)

데이비스가 언급하고 있는 요새라는 것을 트레버 바디는 ‘유사도시’라

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유사 도시’는 거리를 대체하는, 지하 및 고가

보행로 구축에 의한 새로운 보행체계가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서 디즈니

랜드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지만 장 보드리야르가 지적하고 있듯이 미

국 전역이 디즈니랜드가 된 오늘날은 수많은 도심지역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구조이다. 이 유사도시는 도시에서는 사회 모든 계층이 공존

하는 최종보루라 할 도심 거리들을 대체한 ‘지상 및 지하의 봉쇄영역’

공간으로서 바디에게 이런 공간의 출현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52) Mike Davis, “Fortress Los Angeles: The Militarization of Urban Space”, in

Michael Sorkin, ed, Vanations on a Theme Park The New American City

and the End of Public Space, Hill and Wang, 1992, 강내희, “유사도시,역공간,

사이버공간;결연의 실험장”, 「문화과학 7호」,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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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행사할 공공영역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53) 여기서 중요하

게 살펴 봐야하는 것은 이 공간이 치밀한 통제와 감시 하에 있다는 것

이다. 가난한 사람과 같은 도시의 구성요소를 주변지역으로 내모는 축

출작업은, 도시설계가 전문 영역으로 정착하는 20세기 초기에 더욱 확

고한 기능을 획득한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단일 용도를 부여하여 도

시를 구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있는 행정구역(도시 중

심), 노동구역(공장지대 또는 업무지대), 휴식구역(멀티플렉스, 스포츠센

터, 미술관, 문화유적지)과 소비구역(쇼핑센터) 등으로 부터 가정을 꾸

리는 공간(교외의 베드타운)이 분리된다. 집 역시 단일 기능으로 가진

방들로 나누어진다. 물리적인 공간은 미리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들의 죽음과 삶」이 나오

기 전까지 도시계획의 정설로 통하게 된다.

현대 도시 공공영역은 요새화 되었다. 도시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들

은 사적 행위를 배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요새

이다. 사람들의 자율적인 공간적 실천을 저해하는 규제와 조례를 통해

공간적 가능성을 제한하고, 테마파크와 유사한 스펙터클의 이미지를 통

해서 소비공간의 형태를 복제한다. 국가 소유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제 행사와 국가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모이기 보다는 소비 공간처럼 개개인이 파편화 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보다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행사가 존재할 때 목적성을 가지

고 방문하는 공간이 된다. 공공영역의 속성을 가지게 된 소비 공간의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공공공간적 속성을 표방한 사적공간으로 불리는

역공간은 현대 소비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건축의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접근성의 증대, 도시의 흐름 수용, 연속성의 확

보 등의 장치들은 소비 공간으로서의 상업적인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

줄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제시하였다. 때문에 공공영역의 속성을 일부 복

제한 소비 공간들은 소비행위를 즐길 수 있는 집단들에게 보다 쾌적하

53) Trevor Boddy, “Underground and OVerhead. Building the Analogous City”,

in Michael Sorkin, ed, Variations on a Theme Park6,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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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상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도시민으로서

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하지만 서로를 복제하고 있는 공공영역과 소비 공간은 자신들이 표방

하는 가치를 보호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요새화 전략을 취한다. 국가

중심의 공공공간들은 국가의 이익과 지배 계층의 이익이 다수의 ‘여론’

처럼 간주하고 공간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는 광장 조례나 집시법등의

행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광장과 같은 도시 공공

공간은 일상 속의 전유 공간이 아니라 국가 행사가 펼쳐지는 공간, 특

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기념물을 구경

하러 가는 곳으로 되어버렸다. 소비 공간은 공공영역의 가치 가운데 상

업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시 공간에서 즐기지

못했던 광장이나 공원보다 더욱 쾌적한 ‘공공공간의 허상’을 소비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접근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공공공간의 허상에는 소

비 공간이 허용하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팬옵티콘과 유

사한 구조로 구성된 내부 광장에는 곳곳에 숨겨진 감시카메라와 경비원

들이 공간을 감시하고, 의도되지 않은 행위를 차단한다. 이처럼 두 공간

들 모두 의도에 의해 형성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가능성

을 제한하고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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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광장의 사용 허가 절차]

4.2.1 제어된 행위

1) 행위의 통제

공공성의 추상공간화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공간에서는 행위의 자율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다룬 도시 광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상

속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계층, 유형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유할 수

있는 사적 행위들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여러 가지 기호들과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일상 속

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찾아가더라고 쉴 수 있거나 개인적인 행

위를 펼치기에는 제약이 많다. 서울 광장도 마찬가지이다. 교통 광장의

형태로 도로에 의해 둘러 싸여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 광장에서 펼쳐지

는 행사를 보면, 국가 중심의 행사거나 관에서 주관하여 펼쳐지는 행사

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광장 조례법에 의해서 행위들에 제한

되기 때문이다.

광장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명목을 빌미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

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5월 4일 서울

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54)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

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후의 행사 빈도에

서 여전히 광장 조례 개정안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광장사용이 허가된 행사 481건의 행사 중 65%인 312건이 서울

시 등이 주도한 관제행사였다. 특히 2008년에는 광장 사용이 허가된 행사

54) 김규원, ‘시청광장 조례안’ 시의회 통과/시민단체들 “법적대응 검토,” 한겨레,

2004.05.06, 05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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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위, 연합뉴

스, 2009, 8월 3일]

중 75%가 관제행사였다. 2007년에는 한 해 동안만 735건의 관제행사가 허

가되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씩 관제 행사를 연 것이다. 김 의원은 3일 "

서울광장엔 시민이 없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시

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관

제 행사로 서울광장이 채워지고 있는 동안 시민사회단체 또는 야당이 추진

한 행사들은 불허되었다.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이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

령 추모행사가 '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고, 6월에는 '4대강의 생

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한마당' 행사가 불허되었다. 또한 시민들이 자

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서울광장에서 자취를 감추었

다.55)

복합 소비 시설 역시 도시 공공공간과 마찬가지로 접근성, 연계성,

쾌적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공공공간적인 성격을 갖는다. 도시 외부공간

의 흐름과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내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매개공간, 전이공간 등을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내부

화된 가로와 광장들에서는 여느 공공공간과 다를 바 없이 이벤트와 축

제가 펼쳐진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은 극히 제한적이

55) 이주연, 시민 없는 서울광장... 65%가 관제행사, 오마이뉴스,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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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품을 홍보하기위한 프로모션의 장이거나,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

경품 추첨이벤트나 관심을 끌기위한 문화행사,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일

상 생활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 방문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늘

이 기대되는 벤치나, 도시락을 싸들고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현대 도시공간에서 ‘공공 공간’이라는 속성을 가진

다는 것은 공적인 행위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공공공간에서 나타는 사적인 행위는 예측되지 않고, 변수를 형성하고,

공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결국 현대적 추상 공간에서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기능과 행위와 공간의 역할을 정해준다. 이는 공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차원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에서 일

어나는 행위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정짓는 것은 공공공간에서는 공적

인 행사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적 행위의 불확

정인 가능성을 배제된다. 또한 사적 공간은 완전무결한 그들만의 공동

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다. 현대 도시 경관에서 거

주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지 내부에 초등학교, 지원시설, 소비시설

들을 함께 계획하고 거대한 울타리로 성벽을 세운다. 자신들의 공동체

를 보호하고 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 받는다. 완벽히 공

동체를 위한 집단 거주지가 된 아파트 단지는 타자의 유입이나 통행 자

체도 거부한다. 자동차는 방문증을 발급받고 통행하거나 머무를 수 있

으며, 입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들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통제된다. 심지어 내부에 존재하는 초등학교나 근처에 위치한 공공시설

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성벽을 따라 돌아가야 하거나 아예 외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결국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는 공

공영역에서 기대되는 행위들과 가능성을 한정짓고, 공간의 역할과 기능

을 고정함으로써 가시적 추상공간과 소비적 추상공간과 마찬가지로 공

간의 파편화, 위계화, 동질화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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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어된 행위를 통한 요새화]

2) 파편화된 행위

이상적인 ‘공공성’을 가진 공공공간과 추상 공간화 되어버린 공공공

간의 또 다른 차이점은 개인들을 파편화 하는 것이다. 모이는 공간은

존재하지만, 타자와의 교류는 발생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든다. 내부 광장

에서 펼쳐지는 행사들은 소비 공동체를 자극하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모인 개개인들을 규합하거나 일상적 담론을 만들

어 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없다.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는 사적 행

위와 공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규정하고 행위를 통제함으로

서, 공동체 집단을 보호하기도, 타자를 배제하기도 한다. 역공간이라고

불리는 공공공간과 유사한 사적공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소비 집단’이라는 공동체를 타자로부터 보호하고, 타자들의 원치 않은

공간의 개입을 거부한다. 도시 공공공간과 유사한 규모와 형태를 가진

‘내부 광장’을 만드면서도 일반적인 공공공간에서 기대하는 타자와의 만

남이나, 집단적 의견의 표출, 사회적 집합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담당하

지 않는다. 도시 공간과의 연계성, 접근성은 강조하면서도 완벽하게 도

시 공간의 내부화를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도시 경관을 복제하고, 유

사 이미지로 대체하면서 소비 행위를 자극하고, 위생화 된 공간 속에서

도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공간 소유주

가 의도하는 소비 활동의 증진, 공간의 상업적 가치의 상승을 유도한다.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도시 공간의 이상적인 체험과 지정된 공간에서 지

정된 행위들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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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팬 옵티콘적인 시선 구조]

4.2.2 경계성 형성

1) 시선을 통한 감시와 배제

아트리움 공간은 쇼핑 몰 내에서 통합적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방

문자들에게 단순한 쇼핑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락의 공간이자,

도시 가로나 광장에서 기대하는 비일상적인 축제의 공간을 만들어 낸

다. 이런 프로그램의 구성은 위락시설의 소비계층을 확대하여 포용하는

효과와 함께 성격에 따라서 물리적인 장벽 없이 자연스럽게 소비여력이

없는 계층과 어린이들을 배제함으로서 매장의 고유한 성격을 자연스럽

게 유지한다. 또한 매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어느 곳에서나 인지하기 쉽

고, 시선의 개방으로 이루어져있다. 거대한 창을 통해서 외부의 빛을 유

입하여 외부 공간을 내부화하는 것으로 연출하며 접근가능 한 외부 광

장, 공원과 같은 공적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지만 소비 공간에서 구성하는 아트리움 공간은 CCTV와 같은 감

시, 통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가시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기에 용이한 구조이다. 이는 팬 옵티콘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팬

옵티콘과 다른 점은 시선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중앙에 있는

감시탑을 중심으로 각각의 죄수의 방을 감시하고, 시선의 불평등을 통

해 공간 전체의 규율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던 팬 옵티콘과는 달리,

소비 공간에서 중심 아트리움의 역할은 중심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와 소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자신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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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실내 광장 역할을 수행하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 신세계 백화점 센텀 시티 (좌), 영등포 타임스퀘어 (우)]

비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중앙 아트리움에서 벌어지는 ‘공공적’인 행위

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중앙 아트리움은

도시 광장을 내부화 시켜 놓은 도시 경관의 재현적 공간으로서 실제로

는 소비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내부 공간의 쾌적성을 확

보함으로서 소비 공간의 상업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성’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의 가로 흐름, 외부의 광장과 연결을 훌륭

하게 수행하는 매개 공간으로서의 가치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간을 통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진화한 감시 체계

를 갖는다. 광장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공간에 집합시키고, 배

치된 CCTV와 경비원들을 통해 소비 공간에 접근하여 ‘소비 행위’를 하

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에 유리하다. 열린 공간을 관찰하기 쉽

다는 것은 반대로 관찰되기 쉽다는 것으로서 과거 팬 옵티콘의 감시탑

은 곳곳에 숨겨진 CCTV가 대체한다. 모든 공간은 감시카메라에 의해

서 감시 당하고,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감시카메라의 존재 덕분에 사람

들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규정에 준수한다. 이러한 시선의 불

균형을 통한 경계성의 형성은 공간 전체를 쉽게 지배하고 의도에 맞게

관리하기에 적합하다. 역공간은 도시 연속성, 접근성 적인 측면에서 상

업적인 이익과 ‘공공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이러한 팬옵티

콘적인 구조를 통해서 공간의 완벽한 공공공간화는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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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경계성 형성을 통한 역공간적 특성 강화]

2) 경계 감각 형성

공공공간을 내부화한 복합 소비 공간들을 경계 감각을 형성함으로서

소비 공동체로 타자들의 접근을 방지한다. 건축공간에서 일반적으로 경

계감각을 형성하는 요소는 물리적인 방법, 인지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역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 소비 공간은 공공공간에서 상

품화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내부화 하여 공공공간적인 형태를 보여주지

만, 실질적으로는 소비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소비 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다. 경계 감각을 형성하는 요소들의 조절을 통해서 비가시

적인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위계를 형성한다. 실제로 소비 공간에서 명

품관이라고 불리는 곳의 공간 구조와 일반 매장이 존재하는 공간은 다

른 분위기를 풍긴다. 점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 태도에서부터 공간의 물

리적인 크기와 조명의 세기, 물품의 진열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

식으로 경계감각을 조절한다.

물리적 경계 높이 조절, 층고, 공간의 크기, 동선의 구분

인지적 경계 시선의 투과 정도, 입면 재질, 패턴 변화

[표 17 경계감각 형성 요소]

내부 공간에서의 위계도 존재하지만, 공공공간처럼 보여지는 복합 소

비공간의 내부 광장이나 외부 진입 광장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도시공간

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간단하게는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 패턴의

변화를 주거나, 공간에 접근하는데 있어 문의 종류나 크기, 내부의 투과

정도에 따라서도 경계감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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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공공간과 소비공간 간의 상호 복제]

4.3 추상공간화의 양상과 형성요소

: 소비 공간과 공공영역의 상호복제

요새화와 이미지와 기호의 생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적 공

공공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소비 공간 들은 각기의 속성을

상호 복제하면서 공간의 추상화를 만들어 낸다. 공공공간은 소비 공간

이 가지는 스펙터클, 공간 활성화의 전략들을 차용하고, 소비 공간은 공

공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상업화 한다. 때문에 이

들 공간에서는 명백히 계획자에 의해 의도되고 기대되는 행위가 존재한

다. 각각의 공간들은 공공영역으로서 계획자들의 ‘공공’의 개념에 부합

하는 행위를 지향하고 이에 반하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거나 배제하려

는 전략을 취한다.

현대 도시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공공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의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게 활력이 있는 공간으

로서, 공적 공간의 적절한 사적 전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인

공간은 다른 집단들을 배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고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이 상호교류의 조정이 필요하

다.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 역시도 진정한 사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

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어느 정도의 전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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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타임스퀘어의 원형 아트리움에서 펼쳐지는 도시 공간적인 축제]

4.3.1 도시 풍경의 재현

소비 시설은 공공공간의 경관을 복제한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시뮬

라크르의 공간이다. 소비 공간의 공공영역에 대한 복제는 ‘소비’로서 일

상을 증명하고, 소비생활이 일상을 재충전하는 행위이자 도시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여가활동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재현된 도시 풍

경 속에서의 소비활동은 사용자들에게 도시 공간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도시공간의 참여자로서 인식하게 만든다. 공공공

간화 된 소비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비행위가 만들어 내는 공동

체 감각 속에서 공공성을 착각하며, 타자를 관조한다. 또한 이러한 도시

풍경의 재현이 만들어 내는 감각의 혼란은 소비 행위의 활성화를 기대

하게 한다. 쇼핑 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도시 공간적인 요소들은 하나

의 유희거리로 다가오면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대 시킨다. 소비

공간에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대시키는 것은 ‘그루엔 효과’56)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소비 매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도시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통해서 소비 행위가 도시 공간을 전유하는 행위 가

운데 하나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 소비 공간의 전략적인 차원임

에는 물론, 도시 전체의 경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시 공공

공간의 적극적인 공간적 실천 대신 이미 통제된 공간에 포섭되어 제한

된 행위와 일상으로 대체된 소비에 치중함으로서 진정한 도시 공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56) 빅터 그루엔에 따르면, 몰에 들어온지 20분이 지나고 나면 이성적인 구매자들

도 ‘충동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성이 마비된다. 이성적인 소비자들고 감정

전이와 피곤함의 도취감에 영향을 받아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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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겨울이 되면 바뀌는 서울광장.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스케이트장으로 변한다. 테마파크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이미지로 광장의

일상을 대체한다. ]

4.3.2 스펙터클의 공간

스펙터클의 공간을 만듦으로서 일상의 감각을 상실하게 한다. “제화

점, 신발가게는 온갖 색상의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고, 열쇠점의 간판은

6피트 높이의 금박 열쇠로 되어 있으며, 스타킹 상점 앞에는 3미터가

넘는 스타킹이 걸려 있다.”57) 이와 같은 아케이드의 스펙터클적인 요소

는 소비 공간, 테마파크에서의 찾아볼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하였음은 물

론, 공공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각

종 문화 행사나 서울 광장의 겨울철 스케이트 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등을 통해 용도를 전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전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청 앞 ‘광장’이라는 상징적인 추상 공

간에서 이벤트와 휘발성의 자극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테마파크 적인

추상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크리스마스트리를 배경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사진을 찍고, 스케이트를 즐긴다. 공공공간은 소비 공간의 전

략을 복제하고, 소비 공간은 공공공간의 가능성을 복제한다.

57)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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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현대 도시 공공영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복합 소비 시설에서 나타나는 추상공간화의 형성요소

는 다음과 같다.

공공공간의 추상공간화 현상

제어된 행위
제도적 차원의 규제, 프로그램 조정,

소비를 통한 동질성 형성, 목적성의 공간

경계성 형성 시선과 감시, 공동체화, 패턴, 공간 변화, 동선의 구분

감각의 상실 도시 풍경의 재현, 스펙터클의 공간, 이미지와 기호

[표 15 공공공간의 추상공간화 현상의 형성 요소]

위의 형성 요소들을 활용하여 공공공간과 소비공간은 각자의 특징들

을 상호 복제하면서 공간의 지배 계층이 가지는 ‘공공성’을 실현한다.

공공공간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국가 이미지의 실현, 국가가 통제하는

공간으로서의 정돈되고 질서 있는 모습을 형성하기를 기대하며, 공공영

역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공간의 스펙터클함을 수용한다. 반면, 소

비공간은 도시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지 못한, 쾌적함과 편리함을 극대

화 시키면서 이를 공간적 상품으로 만들며 소비공간에 접근가능한 사람

들을 위한 최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공공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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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성의 추상공간화의 의의

4.4.1 도시 경관의 균질화

추상 공간은 국가 권력이나 자본, 소비에 의한 공간의 재구성, 지배

권력에 의한 공간의 추상화가 진행된 공간이다. 추상 공간에서 ‘공간’은

권력화 되었다. 권력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가 우월한 지배적 지위의 입

장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강제를 행하는 작용’ 이다. 푸코는 권력 작

용이 전통적인 군주 권력 하에서 주로 무력과 법을 통해 강제되어 왔으

나, 근대에는 합리적 지식의 탄생과 발전을 통해서 간접적이면서 은밀

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18세기 이후의 건축과 도시 계획

들은 통치권의 표현이고, 계몽주의와 같은 인문학적 배경에 영향을 받

은 합리적인 결과물이다. 정부는 도시와 그들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질

서 있게 장악하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상 공간’들의 지배는

규율을 강제하고, 감시의 전략들이 존재하는 사회를 형성했다. 팬-옵티

콘58)의 ‘시각적 불평등’을 원리로 하는 권력 작용은 현대의 스펙터클 사

회의 양상으로 발전했고 정보와 도시 경관을 조절해 나감으로서 권력의

작용을 지속하고 있다.59)

현대 추상공간은 비-가시적인 기제와 전략들을 바탕으로 공간을 통

제, 기획한다. 특히 르페브르가 다루었던 자본이나, 국가 권력의 차원에

서 공간을 직접적으로 통솔하고 제어하면서 만들어 가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간을 재구성한다. 말하자면, ‘가시

적 추상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자본이나 국가 권

58) 1791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벤담은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

로 원형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을 설계했다. Panopticon이란 단어는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의 합성어로, 번역을 하면 '모두 다 본다

'는 뜻이다. 이 감옥은 중앙의 원형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중앙 감시탑

바깥의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이 배치되도록 설계되었다. 감시탑은 늘 어둡게

하고 죄수의 방은 밝게 함으로써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죄수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고안되어 있다.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을 가지며 결국 '훈육적 권력(disciplinary power)'에 순응하게 된다. 이런 점에

서 권력은 억압적일 뿐 아니라 생산적이다.

59) 김대순, 구영민, “근대적 권력공간의 차원과 그 해체에 관한 연구”, 「대한 건

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 30권 제 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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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같이 추상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공공성’을 활용한

다. 때문에 현대 도시 공간에서 공공공간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은 ‘공공

성의 추상공간화’를 통해 생산된 공간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공공공간적인 속성을 가지는 소비 공간이나, 소비 공간의 특성을 복

제하는 도시 공공공간들의 확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성과 공공공간

의 위기를 초재한다. 복합 소비공간들은 광장과 가로를 내부화 하여 공

간에 가두고, 문화 시설 등을 표방하면서 거대한 빈 공간을 자신들의

상점 앞에 두기 시작한다. 도시 표면적인 공적 공간들을 면적인 차원에

서는 확장되었다. 동시에 건물 소유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형물

이나 분수대 등을 배치하면서 자신들의 건물의 용적확보에 성공했고,

사람들은 갈 곳없이 넓혀지기만 한 가로 위에서 빌딩 속의 감시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거리를 거닌다. 현대 도시에서 공공 공간들은 더 확장되

고 있음에도 불구60)하고 대부분이 제어된 공공성의 모습을 보인다. 공

공성이 가지는 전유 공간적인 가치와 가능성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적 공간에서는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접근성, 연

계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고 공공영역과 비슷한 느낌을 공간들을 형성

하고 있으며, 도시 공공공간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기 식의 의

미없는 배치나 국가 전시관과 같은 형태로 관리된다. 소비 공간은 소비

공간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하는 목적으로 공공성이라는 단어

를 활용하고 공간을 추상화하고, 비가시적인 전략들을 통해 소비 공동

체를 더욱 강화시킨다. 공공공간은 그야 말로 공적인 행위들만 수용가

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전유하고 적극적

인 공간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광장 조례나

국가적 이미지와 기호, 상징을 통해서 공간을 신성화하고 사소한 개인

들의 문제와 행위들이 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때문에

사적 공간은 더욱 사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며, 공적 공간

60) 사적 소비 공간과 결합한 역공간이나,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 공원등과 같은 공

적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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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비슷한 이미지의 공공영역, 왼쪽부터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울역,

부산역, 광주 터미널]

은 사적 행위가 개입할 수 없는 국가적 공공성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된

다. 대신 도시적인 풍경과 공공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복합 소비공간

들과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공공간임을 내세우는 도시 공공공간들의 인

공적인 감각에 빠져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의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획

일화 되고 비슷한 경관을 가지는 공간을 양산해낸다.

앞서 다루었던 사례들에 등장한 공간들 외에도 현대 도시에서는 어

느 곳에서나 이와 유사한 공간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자 역사로 전환

되어 소비 시설이 잠식해버린 도시 인프라 시설이나, 마을에 존재하는

작은 소 광장, 놀이터도 비슷하다. 쇼핑 몰은 물론이고 교외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현대 공공영역은 공공성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추상 공간화 되었으며, 이는 앙리 르페브르가 분석했

던 추상 공간의 양상들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도

시 경관을 장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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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도시 전유 공간의 상실

1)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의 한계

역 공간처럼 소비 공간이 공적공간의 역할을 일정부분 점유하여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분명 상업

적 공간의 도입은 보통의 공간 보다는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여’와 ‘접근성’을 공공영역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명

상업공간의 점령은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

물관의 사례를 들자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몰리면서 상업적 공간의 필요성

은 증가하였고, 예술 작품 감상 뿐 아니라 사교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박물관 뿐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 등 거대 시

설들이 카페, 오픈 스페이스등과 결합을 통해서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업 공간’ 이라

는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추상 공간으로서의 전략들을 숨기고 있다. 상

업 공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

진 건물로서 공간을 소비하고,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

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공공공간이면서 사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역 공간은 모든 사람들

에게 열려 있지만 어떤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곳이다. 역공간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시

장과 장소를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이다. 노동의 공간도, 문화공간

도, 완전한 소비 공간도 아닌 이상한 공간인 것이다. 소비 공간에 문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거리축제나 지하철역과 연계된 백화

점, 상업적 성격의 행사가 반복되는 광장이나 공원, 자가용으로 뒤덮인

도로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역공간은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을 동일화

시키면서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을 혼란시키고 모두에게 열린 중립적인

사회공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그 이면에 숨기고 있다.61) 현대 도시에서

61) 신성환, “김중혁 소설에 나타난 놀이공간과 재현의 공간”, 롯데 월드도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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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고 있는 상당수의 상업공간과 공공공간을 표방하는 공간들은 역

공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과 같은 공간에서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특정 계층

을 배제하거나 접근 시킨다. 이러한 추상 공간에서는 특정한 의미전달

을 위해 비가시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이 활용된다. 몇 가지 공간적 장치

를 통해 암시적인 표현들은 소비 공간이 원하지 않는 방문객들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미리 배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공

간 내에 접근한 소비자들에게는 최대한 다양한 선택권과 공간 구성으로

‘비 현실적인’ 공간처럼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배제의 전략은 소비 공

간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독특한 영역성의 확보를 통해 접근을 배제한

다. 청담동에 위치한 명품 상점들은 입면이나 건축의 형상에서부터 만

들어 내는 영역성과 함께, 진열의 절제와 같은 수법을 통해서 상품에

대해 미리 잘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CCTV나 제복을 갖추어 입은 경비들이 지키고 있

는 역 공간은 마치 팬옵티콘처럼 사용자를 감시하고 규율을 만들어 낸

다. 푸코는 1975년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로 공

간모델인 팬옵티콘(panoptisme)을 설명한다.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자리

이면서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비대칭적인 ‘위치’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감옥, 학교, 병원 등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팬-옵티콘에 따

라 사람을 개별로 나누고 격리하며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구획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푸코가 생각하기에 육체, 다중성, 운동, 욕망, 힘

들에 작용하는 권력의 관계가 만든 생산물로서 ‘개인’이 위치하는 장이

다.62) 푸코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단어는 르페브르가 접근하는

추상공간의 속성과 유사하다. 푸코에게 공간적 은유는 ‘권력의 선분들’

역공간적인 특성을 포함한다. 롯데월드는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롯데

월드와 같이 중요한 문화공간과 공공 교통망이 연결되는 것은 시민생활의 편리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롯데월드 자리가 위치한 시유지는 서울시

가 애초에 도심속의 공원 마련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석촌호수와 서울놀이

마당을 만들었다가 롯데월드가 들어선 후 호수 일대에 매직아일랜드를 건설하

도록 허용하고, 향후 20년동 안의 사용권을 독점 사용하도록 행정 조치한 바 있

다.

62) 임동근, “공간과 권력 : 푸코의 ‘또 다른 공간들’”,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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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영화 ‘터미널’에 등장하는 CCTV장면은 공항에서 나타나는 ‘공적 공간’

적인 요소들의 뒤에는 감시와 통제의 전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인공

은 공항과 미국에 모두 속할 수 없는 인물로서, CCTV 배후의 인물들에 의해

행동이 감시되고 제약된다. ]

이 제도화되는 한 양상으로서의 ‘공간화’를 보여주는 개념이었으며, 그

뒤에는 항상 권력들이 작동하는 ‘절차’와 ‘전략’들이 중요해진다. ‘영토’

는 특정 형태의 권력이 통제하는 사법적-정치적인 것이고, ‘지평’ 혹은

‘영역’은 행정적, 군사적, 경제적인 절차에 따른 개념이 된다. 이러한 맥

락에서 권력의 장에 있는 시선은 중립적이지 않다.63)

추상 공간 속에서의 공공영역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표면적으로

는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이용성, 쾌적성 등을 보장하는 공간처럼 보

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교환가치’의 논리에 따라 공간을 공간이

활용된다.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만들어지는 공공 영역 외에도

현대 도시 공간에서는 개인의 사유 공간에서 공적 공간의 요소들을 발

견 할 수 있다. 이는 도시 환경의 쾌적성과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향

상 시키고자 하는 법제적인 요소들과 공간 소유주들이 공적 공간과 사

적 공간과의 매개 부분에서 일정 공간을 내어줌으로서 ‘공공 영역’을 할

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상품화 되어버린

공간의 상품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비 공간과 결합하는 공공영역

63) Michel Foucault, 「La langage de L’espace」, Critique, 1964, p.37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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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들은 소비 공간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장치로 이용되기 때

문이다.

2) 공공성이 아닌 공동체의 공간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는 ‘공공성’의 특성을 일부 재현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공공’이라는 것은 공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의견으로서 개개

인의 사적인 의견과 행위들을 배제된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르페브르

가 추상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전유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과 유사하다.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도시란 다양한 거주자들이 함

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집합적 작품(oeuvre)’이며, 도시 거주자들은 자신

들이 만든 작품인 도시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도시

화가 진전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터전이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전

환되기 시작하면서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일상과 공간

모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진

정으로 필요한 요소들, 즉 사용가치(시간이나 공간과 같은)보다 자본주

의 사회에서 이윤을 획득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들인 교환

가치가 중요시 된다. 따라서 사용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

과 같은 절대적인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효율적’이고 ‘합

리적’이며, ‘공공성’을 띄는 이미지들이 씌워진 채 공간은 용적으로, 시

간은 일정표로 바뀌어서 생산되고 소비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참

여하는 것에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 권리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성한다. 특히 르페브르는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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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탑골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은 탑골공원의 소유자들은 아니지만 일

상 속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을 전용하고 있다. ]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소유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매

일 같이 탑골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은

탑골공원의 소유주는 아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전유하고 있다. 약간 극

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자면, 한창 민주화 운동과 시위가 우리나라 전

역을 휩쓸고 있을 때, 시청 앞이나 서울역 앞, 기타 넓은 대로들은 시민

들에 의해 시위의 장소로서 ‘전유’되었다. 소유권이라는 것이 한 공간을

개인의 배타적인 목적으로 소유하면서 사고파는 권리는 갖는 것이라면,

전유권이라는 것은 도시 거주자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어느 순

간 자신들의 필요와 잠재력이 일치하여 발현되는 순간들이 도시를 전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영역 역시 일상의 삶이 담길 수 있는, 전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도시, 건축적인 의미는 소비가 지배하고 있

는 추상 공간속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일상과 그 삶이 담겨 있는 전유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광장, 쇼핑몰, 교회, 도서관 등

일상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점유하고, 사용

하면서 그들의 신체와 공간을 통해서 체험된 공간(lived space)들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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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삶을 녹여내고 있는 공간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한다

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는 공공성을 통해 전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추상 공간의 계획가들이

제어하기 쉬운 비 공공적인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서 공공성이 아닌 공

동체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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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등장하는 추상 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에 대해서 다루었다. 르페브르가

다루고 있는 추상공간의 전략과 범위는 자본, 국가 권력, 소비이다. 그

는 국가 권력의 과시적 표출이나, 소비적 공간의 창출, 자본에 의한 도

시 구조 재편 등을 언급한다. 이것을 구분해 보면, ‘가시적 추상 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도시의 공간들은

‘공공성’이라는 단어로서 추상 공간이 아닌 전유 할 수 있는 공간을 표

방하고 있지만, 공공성의 추상 공간화의 현상은 감시와 훈육, 통제의 속

성을 가지고 현대적 추상공간으로서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우

리의 일상에 침투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가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도

적, 법적, 공익적인 목적을 표방하면서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이를

통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일상적인 혁명이나 지배체제에 반하

는 사적 행위들을 사전에 통제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낸다.

새로운 추상 공간의 생산 전략으로 활용되는 공공성은 프레이저가 주

장하는 것처럼 ‘공공’의 모호함과 불평등한 접근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교환가치로 변해버린 공간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활

용되는 공공성은 하나의 상품처럼 여겨진다. 직접적으로는 공공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용적율 등의 가시적인 공간적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거나,

간접적으로는 도시 공공공간에서 부족한 쾌적성, 편의성을 극대화 하여

공간 가치를 증대 시킨다. 여기서 출발하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개

념은 공공공간은 ‘공공’이 아닌 ‘공동체’ 중심의 공간의 양상을 보이며,

소비 공간은 추상화된 공공공간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비공간과 공공

공간은 각각의 공간들의 특성을 상호복제하며, 표면적인 공공성을 획득

하며, 공공공간에서는 ‘공적인 행위를 담는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를 강

화하며, 소비공간에서는 ‘소비행위를 자극하는 공간’으로서 소비공동체

를 강화하면서 공간을 요새화한다. 공간의 요새화를 통해서 공간에 개

입하는 의도되지 않은 사적행위들과 타자를 배제하며, 항상 균질하고



107

정해진 행위만을 수용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경관

은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기능성, 효율성 위주의

공간과 시설, 건축물들은 도시 경관을 지배하고 있으며, 진정한 공공 공

간의 종말을 암시한다.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은 그 전략과 방법 면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비공간과 공공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도시 공공공간에서는 국가적인 이미지와 국가 전시관으로

서의 기능, 국가를 홍보하고 공간 지배 집단의 공간 통제를 정당화 하

고, 교육하며, 홍보하는 장으로서 ‘공적 담론’만이 존재하도록 구성된다.

복합 소비 시설에서는 공공공간에서 담당하고 있지 못하는 쾌적하고 위

생적인 실내 환경 속에 공공공간을 내부화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소비활

동의 편의를 극대화 하며 공공공간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추

상 공간화를 형성하는 요소는 행위를 제어하거나, 경계성을 형성하거나,

감각에 혼란을 주어 공간의 요새화를 만든다. 조례나 공간에 대한 문서

적인 규제를 통하여 행위를 배제하고, 발생하는 행위들은 집단적이지

않고 개개인이 파편화 되는 행위를 유도하게 만든다. 또한 시각적인 불

평등을 가지는 팬옵티콘과 같은 구조를 차용하거나, 감시 카메라, 경비

원 등의 방어기제를 통해서 공간을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소비 공간에

서는 도시 경관의 복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도시를 전유하는 활동을 하

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공간에서

도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감각의 혼란은

진정한 도시 공간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미

자본과 소비의 논리에 의해 잠식당한 ‘공공성’을 상업적으로 혹은 공간

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제로서 활용한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좋은 전략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는 다는 것과도 비슷하다. 현대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지나치게 공

공공이다.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완벽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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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인 공공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 속에서는 어떠한 사적인 행위나 일

상적인 행위 혹은 일탈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타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와 타자를 감시하고, 정책과 규제들은 국가

에 반하는 행동들과 ‘공공 공간’에서 ‘공공이지 않은’일을 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을

사라짐을 의미한다. 현대 도시에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사라

지고 있으며, 모든 공간은 상품처럼 가치가 매겨지고, 규범과 질서가 포

함된 채 판매된다. 공간은 사라진 채 ‘용적’과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

로 거래가 오고가고, 소유권이 변동된다. 현대 도시에서 공적 공간과 사

적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공공공간

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의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들에게 활력이 있는 공간으로서, 공적 공간의 적절한 사적

전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인 공간은 다른 집단들을 배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고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이 상호교류의 조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 역시도

진정한 사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

하고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공간

과 사적 공간은 각각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어느

정도의 전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공간 속에는 일상이 필요하다. 일상의 삶을 타자와 함께 공유하

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필요로 한다. 누구의 소유가 아닌 누구

나 점유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전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공공 공간은 공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수

의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공동체의 이권과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 조차 점유하여 자신의 사

적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가지는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가진

공공공간들을 발견해 나가고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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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 on the nature of public sphere

on abstract space based upon henri lefebvre’s theory of space

production. according to lefebvre, spaces are results which made for

purpose and its methods of production are changed with culture,

period and strategies. In his book which name is the production of

space, he argued that space are made by social reasons, also

production methods change flexibly. he separated it three layers,

spacial practices, representation of space and space representation. on

this thesis, concentrated on “abstract space”.

"abstract space” is formed by the intended strategy of the ruler.

there are many methods to regulate space and activities. on his

book, he noticed that the history of abstract space. Abstract space

of initial showed visually the power. in that period, space

representing the value religion, and kingship. such as, Piazza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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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gdolio, Trafalgar Square and the square for hitler which made

by spear. Lefebvre refers and conspicuous expression of state power,

the creation of space-consuming, and reorganization of the urban

structure by capital. like historical methods, the word "public nature",

It take advantage of strategically to make abstract space in modern

city. "public nature", while advocating the purpose institutional, legal

and public interest, and to dominate the space, to control.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stract space in the modern city, is

described fragmentation of space, layering of space, in the

homogenization.

on this thesis argues that “public nature” is the main strategy

which made “abstract space” in modern city. first of all, to clarify

“public nature”, study on the word "public”. contradiction with the

power of the word "public nature",the logic of exclusion can be

found in the discourse of the public nature of Nancy Fraser. the

abstract space of the public sphere is seen in the complex

consumption facilities and public space. it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these features is a “fortification" and "mutual replication".

First of all, “fortification”, defines the space through the formation of

border and control of activities. it can explain that exclusion through

regulation, observation in square. second, “mutual replication”, is

public space and complex consumption facilities to replic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ther. in consumption complex, it reproduce

the urban landscape that converted into commercial value. With

mutual replication, and is one that public space consumption and

space to replic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ther. reproduce the

urban landscape, consumption space, converted into commercial

value. the public space attributes displayed in the square and atrium

in consumption complex is close commercially rather than a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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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In public space, induces the activation with the help of

landscape elements spectacle that is used in the consumption space.

this elements which can find in theme park is introduced into the

public sphere, by this, appropriation space gradually disappear.

In conclusion, abstract space phenomenon creates homogenization

of the urban landscape and loss of appropriation space. it is another

modern “abstract space” which based on a “public nature”. in these

phenomenon, it has a threshold that there is not public nature. it

makes "fortress for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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