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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 이후 산업 부지 등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포스트 인더

스트리얼 공원이나 9.11 메모리얼처럼 기억을 간직한 장소들이 만들어지

는 한 설계 경향의 원인을 미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장소들의 등장에는 감상자에게 단순히 기억을 환기시키

는 기능이나 새롭게 등장한 부지의 프로세스 및 장소성을 중시하는 설계

경향뿐 아니라, 과거 모습과 기억에 대한 분명한 미적 선호와 경험이 존

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방문자의 미적 경험 발현을 위해 기억의 장

소와 경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여러 기억의 장소와 경관들 중 방문자들이 공유할 만한

집단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대형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로, 본 연구에

서는 기억의 매체로 작동하는 이들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을 숭고

와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등의 미학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억의 장소와 경관이 미적 경험을 환기시키는 기억의 매체로 기

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건이나 과거의 기억을 몸

이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하는 외부적 기억 매체인 장소와 경관은 실제 미

적 경험을 하는 방문자와 물리적 거리를 갖게 된다. 이 거리를 통해 방

문자들이 트라우마를 일으킬만한 거대한 사건들의 기억이 저장된 장소와

경관을 병적 트라우마 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미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전 조경의 역사에서는 실제 이와 같은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8세기 픽처레스크 시

대의 폐허와 오늘날 산업 부지 및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 대한 숭

고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들 장소와 미학을 다루는 이유는, 연상

주의적 관점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픽처레스크나, 폐산업 부지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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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간의 켜를 경험할 수 있는 숭고의 해석이 장소의 물성에 치중하

여 특정 장소가 간직한 기억에 대한 감상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장소의

물성 위주의 해석은 장소가 간직한 기억에 소홀하며, 장소의 기억을 고

려한 설계라 하더라도 여전히 장소를 방문하는 방문자가 가진 기억의 역

할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단순히 낡아 보이는 외관의 설계가 공간

의 기억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형적 모사품들을 낳는다는 점

에서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설계자들이 기억을 가진 장소와 경관을 다

룰 때 이 곳의 기억과 이 곳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기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때 방문자들의 기억을 통한 미적 경험은 시간성의 개념을 통해 해

석할 수 있다. 시간성은 물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장소와 경관이 가진

시간과 기억의 특성을 의미하며,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은

공간이 가진 물성에 시간성이 더해져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성의

경험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비가역적 특성에 기인하며, 이 비가역

성은 미적으로 숭고와 노스탤지어, 멜랑콜리로 발현된다.

이상의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 연구를 통해 기존 물성

중심의 경관 해석에 기억의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해석

을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낡은 외관을 가진

모사품처럼 설계되는 기억의 장소들을 기억과 시간성의 관점에서 재해석

하며, 설계 과정에서 장소가 가진 기억뿐 아니라 방문자들의 기억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기억, 시간성, 조경미학,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학 번: 2013-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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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현대의 많은 건축물과 장소가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하는 조경 설계의 한 흐름에 대한 고찰이

다. 이 설계 경향은 독일의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Duisburg Nord

Landscape Park), 뉴욕의 프레쉬 킬스(Fresh Kills)나 하이라인(High

Line), 9.11 메모리얼(9.11 Memorial) 등 해외 유명 사례뿐 아니라 국내

의 선유도 공원이나 서서울 호수공원까지 해당되는 분명한 한 흐름이다.

도시의 공간 구조적 관점에서 이 같은 현상은 탈산업화된 현대 도시가

수축(shrinking city)하면서 산업시대의 유물로 남게 된 도시의 잉여 공

간들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지 특정성(site-specificity)을 이해하고 설계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경

비평가 아니타 베리즈베이시아(Anita Berrizbeitia)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 실천이란 가시적인 장

소의 특질을 넘어 축적된 역사를 통해 발현되며, 설계 과정에서 ‘부지의

자연사’는 부지의 궤적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

그러나 도시의 구조적 이해나 설계의 경향만으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을 위시한 장소들의 변화를 이해하기에 불충분하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공원들이 장소 및 공간의 기능적 효율성이나 거대한 설계

경향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왜 장소들을 재생하는 과정

1) Anita Berrizbeitia, “Re-placing Process,” Large Parks, ed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2007. 배정한+idla 옮김, “프로세스의 재장소화,” 라지 파크: 공원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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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가? 변화

를 이끄는 동인으로서 장소의 과거 모습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어는

‘기억’이다. 오늘날 비단 장소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과거의

기억을 재조명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추

억들은 우리 주변의 간단한 생활 용품에서부터 영화, TV 프로그램 등

거대 문화 콘텐츠 사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례로 최근 국내에서

는 콘텐츠 산업 중 가장 큰 영향력과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나 드라마 장

르의 작품들이 과거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며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2)

기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장소적 경향과 사회적 경향의 동인은 크게 다

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억을 간직하고자 하는가? 유리

코 사이토(Yuriko Saito)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결점이나 쇠락의 징조가 없는 최상의 상태의, 젊어 보이는 외양을 선호

한다.”3) ‘기억’을 표현하는 낡은 것, 노화된 것, 폐허 등의 미적 감상을

선호하는 경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미적 경험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적이지 않은 이 경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경향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 이론에 앞서, 기억을 담는 매체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장소’

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

(Pierre Nora)의 기억에 관한 논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기한다. 그는 근

대 이후 기억에 관한 논의를 20세기 후반에 처음 제시한 사학자로, 『기

억의 장소(Les Lieux de Memoire)』(1984)에서 근대 이래 급격한 사회

변화에 휩쓸린 사람들이 과거를 쉽게 망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살아있는 기억들이 기록되어 역사화되는데, 특히 장소

2) 예를 들어 영화 <써니>(2011), 드라마 <응답하라 1997>(2012), <응답하라 1994>(2013)가 있다.

3)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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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만들어진 ‘기억의 장소’들이 역사가 기억을 파괴하려는 힘에 대

응하여 만들어져 실제로 기억이 부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흔적의 공간

으로 생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4)

노라의 생각은 몇몇 연장선상의 논의를 낳았다. 미국의 철학자 에드워

드 케이시(Edward S. Casey)는 “장소는 과거에 생명을 불어 넣어 현재

에 존속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5)고 하였다. 한편 21세기 초 독일의 알라이다 아스만

(Aleida Assmann)은 『기억의 공간(Erinnerungsräume)』(2009)에서 이

논의를 더 확장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진 ‘경험 기억’의 상실을 막기

위해 이를 매체에 기초한 ‘문화 기억’으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

였다. 아스만의 ‘매체’란 문화적 기억이 뿌리내린 물질적 기반으로, ‘장소’

는 몸의 습관이나 문자 등의 내부적 기억 매체와 대비되는 외부적 기억

매체로 기능한다.6)

근대 이후 기억과 장소 및 공간에 관한 위의 논의들이 지적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틀 내에서 장소

및 공간이라는 매체를 통해 현실화되고 환기되며 인간의 기억에 대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논의들은 기억과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기억과

장소에 관한 기존 논의만으로 오늘날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장소들을 이

해하는 것은 불충분해 보인다. 장소가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능적

4) Pierre Nora, and others, Les Lieux de Memoire. 1. Le Republique, Paris: Gallimard, 1984.
김인중 옮김,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파주: 나남, 2010, pp.31-67.

5)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
ty Press, 1987. pp.186-187.

6)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
ses, 4th edition, München: Verlag C. H. Beck oHG, 2009.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2011,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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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라는 점은 과거의 모습, 노화된 외관에 대한 미적 경험을 설명하기

에 부족하다. 이들은 장소를 역사와 관련된 어떤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

로 만들어진 ‘기능적 도구’로만 이해한다.

위 논의들이 표명하는 기능적 매체로서의 장소 관점은 엘리자베스 마

이어(Elizabeth K. Meyer)가 “불확실하고 교란된 부지에 대형 공원을 설

계하는 시도”에 대해 교란된 부지와 조우하는 목격자들의 재중심화와 일

상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관의 문화적 작용”이라고 설명한 것7)과도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

(post-industrial site), 브라운필드(brownfield), 랜드필(landfill)등의 부지

들, 그리고 이외에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많은

부지들에서 일어나는 설계적 접근은 기억의 보존을 통해 어떤 기능을 추

구하거나 교란된 부지에 대한 문화적 작용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동인만

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다. 여러 설계적 해법들은 이들 부지를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억을 가진 장소라기보다는, 기억을 보존하고 드

러내는 ‘기억에 대한 선호’라는 경향을 따르는 장소로 표현하는 방식에

더 가깝다. 특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유지해야 한다는

장소와 기억에 대한 기능적 관점이 전부가 아니게 된 것이다. 실제로 특

정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이자 매체로서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 계획가

와 설계가들은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장소를 제안하고 있다.

설계를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는 이들 부지에서 주로 선택되는

프로그램인 공원은 도시민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소다. 과거

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공원에 적용될 때, 이는 공원의 여

7) Elizabeth K. Meyer, “Uncertain Parks-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Large
Parks, ed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2007. 배정한+idla 옮김, “불확실한
공원들-교란된 부지, 시민, 그리고 위험 사회,” 라지 파크: 공원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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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이고 미적인 경험을 작동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간직하는

또 하나의 매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피에르 노라가 “가장 비물질적

인 기억의 장소(터)”라고 언급한 “풍경” 혹은 경관(landscape)8)이다.

여기서 경관이라는 용어는 문화지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여러 방식으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점에서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형태로 구현되는 장소 위의 수직적이고 비물질적 공간

이다. 경관과 비교하여 표현한다면 장소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대지 혹

은 판 위에 영역으로 존재하는 3차원적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소

는 ‘걷기’처럼 영역의 내부를 가로지르는 행위를 통해 경험된다. 반면 경

관은 펼쳐진 상태에서 시점의 이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각적 측면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 장소를 미적으로 경험하고 감상하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그 미적 대상은 장소에 국한될 수 없다. 환기된 기억이 펼쳐지고 시각적

인 경험으로 사진처럼 기억되는 경우는 기억의 매체로서 ‘경관’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논의에서 사용한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함께 ‘경관’에 주목하여, 이들 매체를 통해 작

동하는 이용자의 감상과, 기억과 부지의 경관 사이에서 구축되는 미적

경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오늘날 장소와 경관 설계에서 나타나는 기

억할 만한 것, 낡은 것, 오래된 모습을 선호하는 경향의 원인 중 하나가

미적 경험에 있다고 보고,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이 작동하

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여러 공원

과 그 경관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용자의 기억

이 장소와 경관을 통해 작동하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구축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8) Pierre Nora, “권두언,” 기억의 장소 Ⅱ. 민족,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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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본 연구는 크게 기억과 장소 및 공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와, 장소에 작용하는 시간성과 관련된 미적 감정에 관한 선행 연구라는

두 갈래의 연구에 뿌리를 둔다.

첫째로, 기억과 장소를 논의한 선행 연구에는 앞 절에서도 간략히 살

펴 본 바 있는 기억과 장소에 관한 총서이자 초기 이론인 피에르 노라

(Pierre Nora)의 논의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여러 역사학자와 사학사

연구자들과 함께 프랑스의 기억의 장소를 논의한『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emoire)』(1984) 총서는 장소의 범위를 물리적 요소에서 추

상적 요소까지 폭넓게 다룬다.9) 노라가 설명하는 기억의 장소에 관한 논

의는 프랑스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이는 곧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

며 각국의 “기억의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이론의 시작점이 되었

다.10) 노라가 설명하는 기억의 장소는 물리적 장소에서부터 추상적으로

장소화될 수 있는―여기서 노라가 의미하는 추상적 장소는 기억을 둘 수

있는 비물질적 개념을 의미하며, 물리적으로 구체화된 영역과는 반대 개

념으로 보인다― 개념적 장소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특히 그

는 풍경을 가장 비물질적인 장소로 규정하면서 프랑스의 “민족적 풍경의

원형”을 “완만한 구릉들로 이루어진 정겨운 프랑스”(doulce France)로

설명한다.11)

노라 등의 논의 3년 후인 1987년에는 미국의 철학자 에드워드 케이시

(Edward S. Casey)가 “장소 기억”의 개념을 언급하였다. 케이시는 장소

9) Pierre Nora, and others, 기억의 장소. 이 책은 1부 공화국, 2부 민족, 3부 프랑스들로 구성되
어 있다.

10) 이용재, “‘기억의 장소’의 국제적 확산과 변용,” 프랑스사연구 25, 2011, pp.201-228.

11) Pierre Nora, “권두언,” 기억의 장소 Ⅱ. 민족,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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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이고 장소-기반적인 공간의 기억은 장소의 물질성과 경관 안에

각인된 공적 기억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는데,12) 이 같은 케이시의 논의

는 기억이 장소를 통해 현재에 존재하며 사회적 기억을 유지 및 생산한

다는 점에서 노라의 논의와 공통점을 갖는다. 21세기 이후 최근의 기억

과 장소에 관한 논의로는 독일 학자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을 들 수 있다. 그는 『기억의 공간(Erinnerungsräume)』에서 노라의 논

의를 확장하여 경험 기억의 망각과 문화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장소를

통한 회상과 집단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소는 외부적 기

억 매체가 된다고 주장했다.13) 특히 아스만은 아우슈비츠 등의 장소가

기억의 단절을 일으키는 트라우마의 장소와 기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

며, 트라우마로 강제로 망각되고 단절된 기억들이 기존의 매체로서의 장

소를 넘어선 몇몇 실험적인 예술 작품들을 통해 기억을 지속하고자 하는

양상을 설명하기도 했다.14)

한국의 인문지리학자 전종한은 케이시의 “장소 기억” 이론을 토대로

종로 피맛골과 본정통―충무로, 명동―이 가진 장소 기억의 특성을 분석

하고 이곳에 남은 삶의 흔적을 보존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5) 또 문화지리학자 진종헌은 산업 유산에 관한 문화지리학

적 접근을 통해 태백시 철암 지역을 사례로 기억이 보존된 장소를 구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논쟁과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했다.16) 산업 유산

12)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pp.186-187.

13)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22-24.

14) 위의 책, 같은 쪽.

15) 전종한,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6), 2009, pp.

779-796 ; “도시 ‘본정통’의 장소 기억-충무로․명동 일대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8(3),

2013, pp.433-452.

16) 진종헌, “산업유산과 지역발전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연구-태백시 철암지역을 사례로,” 국토지
리학회지 46(3), 2012, pp.2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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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은 기억을 구현하는 설계가 행해지는 주요 부지이다. 남겨진 공

장 부지와 탄광촌, 폐정수장, 고속도로 등 산업 시설의 자취만 남은 많은

부지들이 기억을 간직한 채로 공원 및 도시의 시설로 변모되었다.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 중의 한 예로는 엘리자베스 클레멘스 찬(Elisabeth

Clemence Chan)이 현대 공원들이 산업 폐허(industrial ruins)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에 만들어지는 양상에 관해 의미와 내러티브를 분석

한 것을 들 수 있으며,17) 이 외에도 수많은 연구가 폐허, 산업 유산, 포

스트 인더스트리얼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산업 유산 이외의 또 다른 기억의 공간으로는 오늘날 자취를

감추고 있는 골목길이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찬규는 한국의 골목

길과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의 골목길을 비교하며 골목길을 소통과 향유

의 공간으로 되살릴 것을 주장하였으며,18) 김홍중은 오늘날의 골목길 풍

경을 노스탤지어(nostalgia)의 공간으로 파악하며 골목길의 공간이 만들

어내는 근대에 대한 위험한 환상을 경계하였다.19)

골목길에 관한 김홍중의 논의는 장소의 시간성이 유발하는 미적 감정

과도 관련이 있다. 기억의 보존에서 미적 감정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기억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장소들이 오늘날 기능적 측면을 넘어 미적으

로도 환영받기 떄문이다. 환경미학자 유리코 사이토(Yuriko Saito)가 언

급하였듯이 기억을 간직한 노화된(aging) 것에 대해 미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며,20) 여기서 그녀는 노화된 것에 대해 미적

17) Elisabeth Clemence Chan, “What Roles for Ruins? Meaning and Narrative of Industrial

Ruins in Contemporary Park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Autumn 2009, pp.20-31.

18) 이찬규, “장소의 경험 1: 한국과 프랑스 골목 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전망,” 인문과학 44, 2009,
pp.49-70.

19)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경제와 사회 77, 2008, pp.139-168.

20)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인식되던 미(beauty)의 개념은 명백하게 비례와 배열, 밝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적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다.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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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느끼는 특별한 미학을 18세기 영국의 픽처레스크(picturesque) 미

학과 일본의 와비(wabi) 미학이라고 설명한다.21) 기억을 드러내는 낡은

외관(aging appearance)에 대한 사이토의 논의는 이전에 노라 등이 설명

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로 이용되는 장소와 경관의 기능적 측면

과 함께 이를 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미학적으로는 낭만주의 픽처레스크를 폐허에 대한 미적 감상으로 논의

한 연구22) 이외에도 기억을 간직한 공간을 ‘숭고(sublime)’로 해석한 시

도가 있다. 엘리자베스 마이어(Elizabeth K. Meyer)가 산업 폐허에서 느

껴지는 낯선 공포심을 숭고 개념으로 해석하였으며,23) 배정한은 동시대

의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의 조경 설계와

미학 사이의 접점을 숭고를 통해 설명하였고,24)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명준․배정한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을 숭고의 미학을 통해 논증

하고 해석하였다.25)

숭고 이외에 다른 미학적 개념을 공간에 적용하여 해석하고자 한 연구

들은 새로운 미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홍중이 한국의

골목길을 빠르게 상실된 근대적 환상을 함의한 노스탤지어의 공간으로

해석한 것은26) 향수를 의미하는 노스탤지어(nostalgia)의 개념을 공간의

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21-37.

21)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pp.173-174.

22) 픽처레스크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김진희, “영국 풍경식 정원의 미 ‘픽

춰레스크’에 관한 연구-미적 개념과 정원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또한 픽처레스크에 관한 대표적 연구서로는 다음의 책이 손꼽힌다. John Dixon Hunt,

Gardens and the P icturesqu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2.

23) Elizabeth K. Meyer, “Seized by Sublime Sentiments: Between Terra Firma and Terra

Incognita,” Richard Haag: Bloedel Reserve and Gas Works Park, ed. Wiliam S. Saunder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p.5-28.

24)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142-153.

25) 이명준․배정한, “숭고의 개념에 기초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미학적 해석,” 한국조경
학회지 40(4), 2012, 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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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해석을 위한 도구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스탤지

어를 통한 다른 접근으로는 픽처레스크 화가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이 만들어낸 것으로 본 영국의 전원적 풍경이 결국 현재는 사

라진 경관에 대한 ‘향수’로서만 남아있음을 지적한 박지향의 연구를 들

수 있다.27)

또한 폐허가 된 공간을 멜랑콜리(melancholy) 미학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 또 다른 연구 경향이 있는데, 조경 이론가인 재키 보링(Jacky

Bowring)은 전 세계의 여러 경관을 멜랑콜리적 감성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으며, 특히 영국 런던과 미국 퍼세이익(Passaic)의 지역적 사례를 영화

와 에세이라는 두 매체를 통해 멜랑콜리적 경관으로 분석하였다.28) 조경

진은 픽처레스크 가든의 폐허에서 멜랑콜리적 감성을 분석하여 이를 한

국적 상황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9)

미학적 개념에 기초한 공간 해석 이외에도 환경미학에 기반을 둔 공간

의 연구들은 공간이 가진 기억의 발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외관의 수행(performance of appearance)”을 통한

“지속하는 미(sustaining beauty)”를 실현할 수 있는 설계 원칙을 제안하

였는데, 이 논문에서 그녀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경험을 구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 내에 존재하는 경관의 내재적 미를 언급하였다.30)

이상의 기억과 장소, 그리고 시간성의 미학적 해석에 관한 선행 연구

26)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pp.139-168.

27) 박지향, “전원적 잉글랜드,”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서울: 기파랑, 2006, pp.57-99.

28) Jacky Bowring, A Field Guide to Melancholy, Harpenden: Oldcastle Books, 2009 ;
“Melancholy Landscape of Modernity,” Landscape Journal 30(2), 2011, pp.214-225.

29) 조경진, “폐허의 미학, 조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pp.190-199.

30) Elizabeth K. Meyer,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A Manifesto in

Three Part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spring 2008, p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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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살펴볼 때, 기억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장소와 경관에 관한 연구들

은 기억의 발현을 통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의 측면을 분석하며, 산

업 유산이라 불리는 시설과 부지에서 드러나는 기억의 특성에 집중한다.

또한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등의 미학적 개념과 환경미학의 관점에

서 기억의 공간을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공간의 물성에서 발현되는

외형적 특성에서 미적 감정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시간성과

경험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설명하기도 하나 구체적인 시간성의 발현이나

작동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 같은 연구의 흐름에서,

본 연구는 경관을 통해 드러나는 기억에 대한 설계 경향의 선호 이유를

해명할 것이며, 과거를 간직한 기억과 시간성의 관계, 그리고 물리적 외

형과 상호 작용하며 발현하는 기억의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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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장소와 경관에서 기억을 통한 미적 경험이 일어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억의 매체인 장소와 경관을 중심으로 ‘기억’과 ‘미적 경

험’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억을

담는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억을 담은 장소와 경관

에서 미적 경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억을 담은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을 다룬 기존

의 논의들을 통해 기존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살펴본 후, 오늘날 기

억을 담은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실제 사례

를 통해 해명하며 고찰한다.

Ⅱ장에서는 기억을 담는 외부적 매체인 장소와 경관의 특성을 살펴본

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 혹은 집단의 경험에 토대를 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이 같은 기억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기억은 매체에 저장된다. 가장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의 저장 매체로

는 문자를 꼽을 수 있지만, 문자만이 기억의 매체는 아니다. 사람의 몸,

마을, 민족들 등 기억을 담는 매체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 중 ‘장소’는

외부적 매체로 언급되어 왔다. ‘경관’은 장소와 같은 외부적 매체로 장소

보다 더욱 비물질적이고 시각적으로 펼쳐지며, 사진처럼 각인되는 특징

을 지닌다. 장소와 경관이라는 외부적 매체의 특징 중 하나는 매체와 감

상자 사이의 거리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몸과 같은 내부적 매체와

달리 외부적 매체가 되는 장소와 경관은 감상자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좁히거나 늘릴 수 있다. 이는 기억의 장소와 경관이 미적 대상으로 향유

될 수 있는 매체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감상자의 경험에 있어 ‘기억’이

가지는 특성 중 낡은 것, 위험한 것, 오래된 것, 또는 트라우마로까지 나

아갈 수 있는 부정적인 특성들이 외부적 매체인 장소와 경관에 드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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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감상자가 이 같은 부정적인 특성과의 거리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기억이 담긴 ‘낡은’ 또는 ‘노화한’(aging) 장소의 외관이 가

지는 미적 특질과 경험을 기존 조경학의 해석적 틀로 살펴본다. 특히 조

경학에서는 낭만주의 픽처레스크 미학에서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폐허가

논의되어 온 바 있다. 또한 오늘날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미적

감상을 숭고의 미학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낭

만주의 픽처레스크와 숭고의 미학을 통해 장소와 경관의 외형적 물성

(materiality)이 가지는 미적 매력의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Ⅲ장의 논점은 장소의 물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미학적 해석이 ‘기

억의 장소와 경관’의 미적 경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Ⅱ장과 Ⅲ장을 토대로 Ⅳ장에서는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

의 비물질적 특성을 살펴본다. 오늘날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 대해 감상

자가 느끼는 미적 경험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한 가지는 Ⅲ장에

서 논의할 장소의 물성, 다른 한 가지는 감상자가 장소 혹은 장소의 사

건, 또는 표현된 물성에 대하여 가진 기억이다. 기억의 장소와 경관이 드

러내는 시간성(temporality)은 물성과 기억의 조화를 통해 발현된다. 이

미적 경험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미학적 개념인 숭고(sublime), 그리고

또 다른 대안적 미 개념인 노스탤지어(nostalgia), 멜랑콜리(melancholy)

등의 개념을 동원한다. 이 미학적 개념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의

비가역성은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시간성을 발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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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억의 매체인 장소와 경관의 특성

1. 기억의 매체인 장소와 경관

1.1. 기억의 매체

인간이 기억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억을

간직하려 하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기억을 지우려 하는 태도다. 전자

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 혹은 집단의 경험에 토대

를 둔 기억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망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

라진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기억은 ‘매체’에 저장

된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을 비롯한 매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류가 사용해온 매체의 변천을 말-문자-활자-전자․대중매체 순으로

꼽는다.1) 선사 시대에 인간이 발명한 말이라는 매체는 구전을 통해 기억

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이는 역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자라는 매체

를 통해 체험과 기억이 기록되고 전수되는 형태로 변하였다. 문자는 활

자 매체로의 진보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말이 가진 시간

적․공간적 제약, 즉 말이라는 매체를 통한 소통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재적이고 범위 제한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문자는 효

율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의 저장 매체로 등장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대중매체는 더욱 광범위한 스케

일에서 기억의 공유와 전승을 가능하게 했다. 전자․대중매체를 통해 소

1) 매체사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Marshall McLuhan,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2 ;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5 등을 들 수
있다.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p.60-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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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고 공유되는 기억은, 특히 시․청각 등 감각적 측면에서 그 기억의

원형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대중매체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동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따라 기억은 특정 역사가의 저술이 만드는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매체의 변화에 따라 역사(History)가 미시적 영

역의 역사들(histories)로 분할되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2)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매체의 변화사는 역사로 대표되는 기억의 저장

을 위한 주요 매체의 변화사다. 다시 말하자면, 말과 문자, 활자, 전자․

대중매체로 대표되는 매체들만이 기억의 매체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말의 발명 이전에 기억의 가장 직접적인 매체는 몸이었고, 이 매체는 인

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

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그의 저서 『물질과 기억(Matière et

Mémoire)』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몸의 매체적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보

여준다. 베르그송은 육체(혹은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당시의 유

물론적 사고의 기반에 반박하여, 기억(혹은 정신)은 육체에서 벗어난 독

립적인 것이며 육체는 기억을 위한 하나의 기제(mechanism)로 작동한다

고 주장한다.3)

베르그송의 제자이자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의 선구적 연구자

인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ks)는 베르그송의 의견을 일부 수용

하고 있는데, 그에게 몸은 기억의 환기 또는 회상의 매체다.4) 앞서 Ⅰ장

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62.

3) Henri Bergson, Matière et Mémoir, Paris: s.n., 1921 ;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서울: 아카
넷, 2005.

4) Maurice Halbwacks, La Mémoire Collective, Pari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 trans.
Francis J. Ditter, Jr. and Vida Yazdi Ditter,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
Row, 1980. 알박스의 집단 기억 이론에서 몸을 통한 개인의 기억 회상(reminder)은 그가 말하

는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의 대조군에 가깝다. 그는 몸을 통한 기억의 회상보다, 의사소

통 혹은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 기억의 회상이 우리에게 더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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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하였던 아스만도 내부적 기억 매체로서의 몸을 이야기한다. 아

스만에게 몸은 “습관화를 통해 기억을 고정하고 정열의 힘을 통해 그것

을 강화”5)하는 기억의 매체의 일종이다. 그러나 아스만의 논의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아스만이 주목하고 있는 기억의 매체의 기능이다. 그녀가

생각하는 매체의 기능은 개인이 가진 경험 기억의 상실을 막기 위해 이

를 문화적 기억으로 번역하는 일이다. 『기억의 공간』에서 아스만은 문

자, 그림, 몸, 장소 등 주요 기억의 매체를 논의하고 있다. 아스만의 매체

는 문화적 기억이 뿌리내린 물질적 기반이며, 트라우마나 습관을 가지는

몸이 내부적 기억 매체라면 장소는 이와 대비되는 외부적 매체로 기능한

다.6)

지금까지 살펴본 기억의 매체는 기억을 저장하여 망각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의 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매체를 통해 기억을 간직하

려는 태도 이외에 기억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발견하는데, 이는 기억을

지우려 하는 태도다. 이 태도는 기억을 역사로 저술하거나 매체에 저장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거나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기억을 감추는 일은

역사학의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이는 특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억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기억의 ‘약화’라고 지칭하고

자 한다. 이와 반대되는 기억의 ‘강화’가 매체의 저장 기능을 통해 일어

난다면, 기억의 ‘약화’는 매체의 선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가 알박스의 집단 기억 이론을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로 삼

아 연구를 진행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공원 등 공공성을 지니는 장소와 경관 매체가 가지는 기

억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논문의 Ⅳ장에서 쓰이는 기억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알박스의

집단 기억의 개념에서 빌려오고자 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5)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
ses, 4th edition, München: Verlag C. H. Beck oHG, 2009.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2011, p.24.

6) 위의 책,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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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역사의 상실과 기억의 약화는 이에 대한 저항과

반작용으로 몇몇 기억의 강세를 가져온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가 이야기하듯이, 현대인은 자신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은 “뿌리 뽑힌 존재”이며,7) 피에르 노라가 이야기하였듯 역사의 가속

(加速)을 통해 여러 기억들이 죽은 기억이 되어버린 시대에 “기억의 장

소”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억에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다.8) 기억의 장소는 역사가 기억을 없애려는 힘이 만들어낸 산물로도 볼

수 있다.9)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억의 매체의 역할은 ‘저장’과 ‘선택’이라

는 매체의 기능에 따라 기억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양상을 지닌다. 전

자의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후자의 경우를 간과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매체의 특징을 기반으로 기억의 외부적 매체로 기능하는 장소

와 경관의 매체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2. 장소와 경관: 외부적 기억 매체

몸으로 대표되는 내부적 기억 매체와 달리, 외부적 기억 매체는 기억

이 저장되는 매체가 기억하는 주체와 분리되어 있는 매체다. 이 외부적

기억 매체라는 용어는 아스만이 “문화적 기억”을 언급하며 사용한 말이

다. 아스만은 장소를 몸과 대비되는 외부적 매체로 꼽는다.10)

아스만이 외부적 기억 매체에 주목한 것은, 몸과 같은 내부적 기억 매

7) Karl Jaspers, Vom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Munchen: Piper, 1952(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17에서 재인용)

8) Pierre Nora,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pp.31-32.

9) 위의 책, pp.42-43.

10)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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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저장된 경험 기억의 상실이 외부적 매체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 때

문이다. 경험 기억의 상실을 막기 위해 번역되는 문화 기억은 현재로서

는 매체와 정치에 의존하므로, 아스만은 이 “기억의 이행은 기억의 왜곡,

축소, 도구화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떄문에 다분히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11)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에 여러 의도나 매체 번역 과정의 문제로

기억이 변형되어 저장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담기고 묻

히는 장소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고자 하는 장소의 매체적 의미를 넘는 다면적 이유가 있다. 개별

적으로 장소라는 3차원적 공간은 인간의 삶과 만날 때 기억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장소는 볼노(Otto Friedrich Bollnow)가 사용한 “체험 공간

(Erlebter Raum)”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공간 자체는 인간의

체험 방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그 공간을 체험하는 나

름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현실의 구체적인 공간”12)을 일컫

는다. 기억의 장소는 체험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기념(commemoration)을 위한 장소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기념은 20세기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감당할 수 없는 총력전

(total war)을 겪은 인류가 트라우마를 감당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희생자를 미화하고 숭배하며 부조리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여 민족적

차원으로 이를 기리는 행위가 공간과 결부되어 자연스럽게 행해져, 기념

할 만한 장소성을 가진 장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13)

11) 위의 책, 같은 쪽.

12) Otto Friedrich Bollnow, Mensch und Raum, Stuttgart; Berlin: Kohlhammer, 1994 ;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서울: 에코리브르, 2011, p.17.

13) 전진성, “서론: 트라우마의 귀환,”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서울: 휴머니스트, 2009,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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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억을 위한 매체로 장소를 처음 주목한 사람

은 1980년대 프랑스 사학자 피에르 노라다. 노라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

는 그녀가 기억을 간직한 장소, 즉 노라의 용어로 “기억의 장소”가 근대

이후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현상을 처음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가속과 빠른 변화로 인한 단절이 노라가 지목하는 기억의 장소가 등장하

는 시대적 배경이다.14) 상실된 기억을 기억하려는 의지가 기억의 장소를

만든다. 여기서 노라가 말하는 기억의 장소의 실제 예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책, 삼색기, 프랑스인에까지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스만이 말하는 “문화적 기억”을 가진 기억의 장소들은 좀 더 구체적

이다. 아스만이 언급하는 시대적 사건에 대한 기억의 장소는 노라의 지

적처럼 기념의 장소에서 시작하여 폐허, 무덤과 묘비, 그리고 더 나아가

홀로코스트 기억의 장소인 아우슈비츠 등 트라우마의 장소까지 이른

다.15)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기억의 장소의 범위도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언

급한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논

의하는 기억의 장소들은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고 공공에게 이용되는 공

원과 같은 큰 스케일의 공공 공간이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이해관계와 경

제적 요구가 얽혀있고, 설계에 확실한 목적과 의도가 필요한 이와 같은

공간들 중 어떤 것들이 왜 기억을 간직한 채 만들어지고, 이를 이용자들

이 어떻게 경험하고 감상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이용자들의 감상과 경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 기억의 매체

로서의 ‘장소’는 한계를 지닌다. 기억을 저장한 공간이 다시 이용자에게

14) Pierre Nora, 기억의 장소, pp.31-35.

15)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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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번역될 때 이용자로서의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삼차원적 장소로

다시 기억하는가? 기억은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장소에서의 “미적 경험은 공감각적”이다.16) 공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일은, 조경학의 여러 선행 연구나 우리의

실제 경험이 말해주듯이 경관(landscape)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이 더 타당할 것이다. ‘landscape’의 또 다른 번역어인 ‘풍경’은, 노라에

의하면 가장 비물질적인 기억의 장소다.17)

실제 기억의 방식에 있어 장소와 경관은 온전히 나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억의 장소에서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한 향수

를 떠올리며 미적 감상에 젖는다면, 이 때 그러한 미적 감상을 만들어내

는 매체는 그 장소 자체만이 아니다. 공간을 둘러보면서 체험한 익숙한

어떤 것들이 마치 사진처럼 기억을 환기시키는 경관으로 인식되면서, 그

모습이나 내용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섞인다. 기억을 회상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고향집의 공간 자체에 대한 기억과 함께, 마치 영화의 한 컷

같은 편린들이 동시에 떠오른다. 기억의 매체로서의 장소는 실제적이지

만, 미적 감상과 경험에 있어서는 장소와 경관이 상호작용한다. 본 연구

에서 경관은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의 상호 보완물이다.

16)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성남: 조경, 2004, pp.183-200.

17) Pierre Nora, 기억의 장소 Ⅱ. 민족,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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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와 경관의 매체적 특성

앞의 1절에서는 장소와 경관이 기억을 저장하는 외부적 매체임을 살펴

보았다. 2절에서는 장소와 경관을 통해 미적 감상과 경험이 일어날 때,

장소와 경관이 가지는 매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와 경관의 미적 경험과 감상을 위한 대전제는 ‘방문’이다. 여기서

방문은 직접적인 공간 방문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한 간접적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방문’이라는 전제는 대상에 대한 미적 경험에

충분한 물리적 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직

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공간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이 가진 역사적

사실이나 기억에 대한 정보만으로 경험하는 미적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

다.

‘방문’은 방문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의 서촌

같이 옛 골목길 풍경을 간직한 곳에 방문하는 일을 예로 들어보자. 골목

길의 풍경을 마주한 방문자는 시각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각과 공감각 혹

은 다중적 감각을 통해 공간을 느낀다. 깔끔한 외벽이 아닌 까끌까끌하

고 때 묻은 콘크리트 벽, 또는 갈색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구식의 담벼

락이 보인다. 군데군데 낙서가 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깨졌을지도 모른

다. 담벼락 사이로는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것 같은, 혹은 그보다 좁은

보도블럭을 깐 골목길이 보이고, 머리 위로 낮게 전깃줄이 지나기도 한

다. 담벼락 너머의 음식 냄새나 개 짖는 소리, 꽤 오래 전부터 자리를 지

키고 있었을 것 같은 낡은 간판이나 페인트 칠한지 오래 되어 보이는 철

문이 방문자의 감각을 자극한다. 이 풍경들은 실제로 이 장소를 경험하

는 방문자의 감각을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감각은 감상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옛 경험 기억, 혹은 책이나 영상, 사진 등을 통해 접했던 과거

1970-80년대의 골목길 풍경을 환기시킨다. 방문자의 환기된 기억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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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서울 서촌 골목길 그림 Ⅱ-2. 서울 서촌 골목길

실제로 감각하는 골목길에 덧씌워져서 일치되거나 중첩되기도 하고, 과

거와의 대비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미적 경험은 기억이 공간에 덧씌워졌

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이 미적 경험은 공간의 모습에서 환기되는 감각

적 인지, 즉 때 묻은 담벼락이나 낡은 간판을 시각 등의 감각을 통해 경

험한 인지에 감상자의 기억이 덧대어 형성된다. 사이토가 말한 노화된

외관을 통해 발생하는 “과거와의 대조(contrast)”18)는 감각을 통해 환기

된 감상자의 기억에 의한 것이다.

기억이 감각을 통해 환기된다는 점은, 이와 반대로 감각을 통한 자극

이 사라질 경우 기억을 환기시키는 힘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촌의 골목길에서 나와 다시 익숙하고 전형적

18)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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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9.11 Memorial

인 도시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감각적 자극은 사라진다. 감상자들은 골

목길을 경험하면서 떠올렸던 기억,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장소를 경험했

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기억을 환기시킬 더 이상의 감각적 자극을 받

지는 않는다. 미적 경험의 자극제는 여전히 공간 내부에 남아있다. 그 장

소를 떠났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기억이 만들어냈던 미적 경험도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장소와 경관에 그대로 저장된 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강도가 높은 기억, 예를 들어 2001년 9.11 테러의 기억을 환기시키

는 9.11 메모리얼의 경우는 어떠한가?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되었

던 당시 테러의 기억은 아마도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공유한 기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쌍둥이 빌딩 대신 그 자리에 수직으로 하강

하는 두 개의 인공 폭포(reflecting pool)가 놓여진 이 장소는 9.11 테러

라는 사건의 기억을 담기 위한 곳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방문자들은 당

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과거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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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9.11 테러 당시 WTC 건물(2001)

을 덧대어 경험할 수 있다.

방문자들이 9.11 메모리얼을 떠나 다시 맨하탄 도시 안으로 걸어들어

갈 때, 장소가 기억을 환기시키던 감각적 자극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다. 9.11 메모리얼을 경험한 기억은 존재하지만, 이 기억이 당시 테러의

끔찍한 상황의 기억을 다시 환기시키지는 않는다. 테러의 기억을 가진

그 장소는 설계적 장치를 통해 메모리얼이라는 공간으로 치환되어 있다.

9.11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자극하는 장소는 여전히 그 곳에 머물러

있으며, 경험자가 지속적인 자극 없이 동일한 기억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경험하는 일은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미적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장소와 반대되는 내부적

기억의 매체인 몸에 기억이 저장될 때의 문제 때문이다. 1절에서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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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홀로코스트 당시의 유태인들

였듯이, 인간의 기억이 가장 먼저 저장되는 매체는 몸이다. 익숙한 습관

이나 상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뇌에 저장되는 몸의 기억은 다양하

다. 즉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강도의 기억들에서부터 극도의 자극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강한 강도의 트라우마 기억에 이르기까지 그 범

위는 넓으며 강도도 제각각이다. 몸의 경우 기억을 떠올리도록 자극하는

기관과 떠오른 기억을 인지하는 기관은 뇌로 동일하다. 많은 경우 기억

은 잊혀지기 때문에 실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기억이 잊혀

지지 않는다면 기억과 기억이 유발하는 감정 상태는 되풀이될 것이다.

기억과 감정이 되풀이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기억은 단연 트라우

마 기억이다. 오늘날 기억의 장소와 경관이 담고 있는 트라우마적 기억

들은 홀로코스트 사건을 비롯하여 9.11 테러 등의 인재뿐 아니라 쓰나미

와 지진으로 대표되는 등의 자연 재해 등 20세기의 거대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몸에 저장되는 경험 기억은 트라우마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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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거대한 사건을 충분히 애도하거나

재현할 능력도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사건의 기억을 가진 공간

들이 유발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미적 개념인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

리는 특히 병적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기억을 통해 개인에게 나타날 때

는 병리학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장소와 경관이 미적 대상이 될 때 매체가 경험을 위해 가져야

하는 전제인 ‘방문’, 곧 물리적 거리의 필요라는 매체적 특성은 방문자들

을 병적 상태의 위험에서 보다 자유롭게 한다. 외부적 매체인 장소와 경

관에서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매체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오늘날

의 방문자들이 기억을 가진 장소에 대한 방문이나 거주를 지속적으로 강

요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방문하고 원하

지 않는 경우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방문자들은 트라우마의 공

간일지라도 미적 경험을 통해 극도의 병적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장소와 경관이라는 매체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매체라

는 특징은, 결국 특정 좌표를 가진 장소에만 기억이 담겨 있다는 의미라

고도 할 수 있다. 기억을 환기시키는 장소와 경관은 정해진 공간에 존재

하기 때문에 감상자의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하여 실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감상자의 경험 기억이 장소와 경관에 저장되므로, 이 저장된 기억은

아스만이 이야기했던 “문화 기억”으로 번역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감상자는 경험 기억으로 장소와 경관의 기억을 몸으로 치환할 필

요 없이 번역된 장소에서 미적으로 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쓰나미가 일어났던 당시 사건을 이후 메모리얼을 통해 회상할 때,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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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인도네시아 쓰나미(2004)

억을 감상자의 몸에 저장하여 쓰나미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필요는

없으며, 메모리얼로 존재하는 장소와 경관을 통해 전달된 쓰나미의 기억

이 감상자를 트라우마로 몰아갈 가능성도 극히 드물다. 방문이 끝난 후

미적 대상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 감정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직접적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 장소와 경관에서의 기억은 장소와 경관 내

에 가장 먼저 저장되기 때문에, 매체와 감상자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장소와 경관의 매체적 특성, 즉 미적 경험이 방문을 통해 이루

어지며, 물리적인 거리를 감상자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의 공간

들이 유발하는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의 감정이 극도의 병적 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미적 감정 자체로 감상되고 경험될 수 있다는 특징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병적이라고까지 할 만한 미적 감정들은 감상자에게 직

접적인 병적 상태의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 기억과의 거리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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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온전히 미적인 것으로 발현된다. 감상자들은 테러와 쓰나미의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

한 가지 구분하여야 할 점은 특정 시대 혹은 사건과의 시간 차, 또는

시간적 거리가 감상자와 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미적 경험 과

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여 년 전의 테러, 쓰나미, 수

십 년 전의 원자 폭탄 투하라는 사건은 현재 시점과는 분명히 멀리 떨어

져 있으며 분명한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와 기억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사건으로부터 안전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또는 당시의 기억으로부터 충

분히 안전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장소와 경관의 매체적 특성과는 다르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기억이라는 개념 자체의 특성에 더 가깝다. 기억은 이

미 지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용어 자체가 분명한 시간적 거

리를 지니고 있는 개념이며, 기억의 장소와 경관은 본래 이 개념과 특성

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장소와 경관의 매체적 특성으로 꼽기는

어렵다.

과거의 사건과 분명한 시간적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현재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주목

할 만한 매체적 특징은 방문자가 환기된 기억 속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떠올린 기억이 분명한 과거의 것이라

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 즉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인지하는

상태가 오히려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Ⅳ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장소와 경관이라는 기억의 매체적 특성은 방문자 혹은 이를 경험한 감

상자와의 분명한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며, 감상자는 실제로 이동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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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서 벗어남으로써 매체와의 거리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장소와 경관의 매체는 오늘날 존재하는 다양하고 큰 종류의 기억

을 그 안에 저장하여 녹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기억들을 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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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

1. 폐허와 산업 부지에 대한 미적 경험과 해석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주로 낡

은 모습 또는 노화한 외관이다. 많은 기억의 장소들의 설계가 구조물을

비롯한 이전의 장치들을 장소에 그대로 두고 낡고 오래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조경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전략의 대표

적인 몇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낡고 오래된 외관에 대한

기존의 조경학적 해석 중 낭만주의 픽처레스크 시대 정원의 폐허와, 근

대 이후의 산업 부지에 재생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를 다루고자 한

다.

1.1. 픽처레스크 시기의 폐허

픽처레스크(picturesque)는 “그림 같은”의 의미다. 픽처레스크가 영국

의 미적 취미로 향유되던 18세기 당시 픽처레스크의 개념 속 ‘그림’은 18

세기 그랜드 투어(Grand Tour)를 통해 영국으로 수입된 17세기 이탈리

아 이상주의 풍경화가인 니콜라 푸생(Nicholas Poussin), 클로드 로랭

(Claude Lorrain), 살바토르 로사(Salvator Rosa) 등의 풍경화를 가리킨

다.1)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전개된 당시 영국의 픽처레스크는 학자들에

의해 전기의 고전적 픽처레스크와 후기의 낭만적 픽처레스크로 구분되기

도 하는데,2) ‘거칠고 불규칙한 것’에 매료된 낭만적 픽처레스크의 시기가

1) John Dixon Hunt, The P icturesque Garden in Europe, New York: Thames & Hudson, 2002,
pp.8-14.

2) 김진희, “영국 풍경식 정원의 미 ‘픽춰레스크’에 관한 연구-미적 개념과 정원에 대한 영향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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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Hagley Garden

단적으로 폐허미를 향유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례로 임석재는

낭만주의의 폐허 운동을 연상주의, 픽처레스크, 숭고미의 합작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3) 조경진은 이 시기 영국 정원에 만들어진 폐허가 당시 시

인들과 작가들에게 ‘멜랑콜리’라는 미학을 표현하는 완벽한 이미지로 향

유되었다4)고 설명하기도 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영국 정원

심으로,” pp.11-12. 김진희의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은 시기 구분은 John Dixon Hunt와 George

Dickie 등에 의한 것이다. (John Dixon Hunt, “‘Ut Pictura Poesis: The Garden and the

Picturesque in England(1710-1750)," eds. Mosser, M & G. Teyssot, The Architecture of
Western Gardens: A Design Histor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1, p.231 ; George Dickie, Aesthetics: An Introduction,
1966, 오병남․황유경 역, 미학입문, 서울: 서광사, 1980, p.24의 역주 참고.)

3) 임석재, “낭만주의 자연관을 담아낸 폐허운동,” 임석재의 생태건축, 서울: 인물과사상사, 2011,
pp.180-198.

4) 조경진, “폐허의 미학, 조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p.1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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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Hermitage in Stowe Garden

에서 폐허가 유행처럼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5) 이 시기의 폐허의 유행은

정치적으로 18세기 픽처레스크의 유행을 가져온 그랜드 투어와 관련이

있다. 당대 영국이 지향하던 고대 로마에 대한 찬양이 낭만주의의 숭고

한 자연관과 더불어 폐허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시간성을 보여주는 그리스 신전의 폐허나 고딕

폐허를 포함하게 되었다.6)

환경미학자 유리코 사이토는 18세기 영국의 픽처레스크를 폐허라는 노

화한 외관(appearance of aging)에서 긍정적인 미적 특질을 발견한 미학

으로 꼽는다.7) 사이토는 픽처레스크 운동이 18세기 이전에는 영국에서

감상되지 않았던 성이나 수도원 등 폐허에 대한 찬양을 보여준다고 설명

5) 위의 책, p.194.

6) 임석재, “낭만주의 자연관을 담아낸 폐허운동,” pp.180-198.

7)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p.174.



- 33 -

그림 Ⅲ-3. Scotney Castle

한다.8) 또한 사이토는 이 시기의 연상주의적(associationist) 미학에 기대

어 폐허에 대한 미적 감상을 분석하는데, 그녀에 따르면 미적 감상의 가

장 기본적 요소는 상상력(imagination)의 자극이다.9) 사이토는 “노화한

대상의 미적 경험은 연상된 생각, 대상의 근원과 그것의 역사적 발전, 수

명, 변화를 가져온 사건과 활동을 염두에 둔 이미지에서 비롯”되며, “연

상된 관념은 대상의 감각적인 외관(appearance)에 의해 유발”10)된다고

설명한다. 사이토의 이와 같은 관점은 픽처레스크 정원의 폐허에 대한

존 딕슨 헌트(John Dixon Hunt)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헌트는 폐허가

가진 불완전성은 연상 작용, 즉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완성되어 미적 매

8) 위의 책, 같은 쪽.

9) 위의 책, pp.180-181.

10) 위의 책,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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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11) 정리하자면, 노화된 외양은 감각을 통해 상

상력을 자극하고 현재의 시간과 대조되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이를 미적으로 감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경진은 픽처레스크 시기 폐허의 대표적 사례로 스코트니 성(Scotney

Castle)을 꼽았다. 이 성은 에드워드 허시(Edward Hussey)가 중세 고성

일부를 헐어내어 의도적으로 폐허를 만든 공간으로, 조경가 윌리엄 길핀

(William Gilpin)이 이 성을 중심으로 픽처레스크 정원을 조성하였다.12)

픽처레스크 정원의 무너져 내린듯한 고성이 시간의 힘과 만나 자연에 녹

아드는 듯한 스코트니 성의 인상적인 광경은 이 정원의 미적 감성이 폐

허미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산업 부지와 숭고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의 등장과 이를 고려한 설계 작업들은 오

늘날 조경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산업 부지를 개조한 포스

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이질적이고 생경한 미적 경험을 숭고(sublime)

의 개념에 기대어 해석할 수 있다.13) 18세기 버크(Edmund Burke)는 숭

11) John Dixon Hunt, "Picturesque Mirrors and the Ruins of the Past," Art History 4(3), 1981,
p.259.

12) 조경진, “폐허의 미학, 조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 pp.193-194. 스코트니 성 외에도 정원

안에 폐허가 사용된 몇 가지 예시가 있다. 블렌햄 궁전(Blenheim Palace) 정원의 우드스톡 매

너(Woodstock Manor), 스튜들리 로얄(Studley Royal)의 수원지 수도원 폐허, 스토우(Stowe)

정원의 은둔지, 해글리(Hagley) 정원의 고딕 폐허, 페인스힐(Painshill) 정원의 로마식 무덤 등

이 유명하다. David Coffin, The English Garden: Meditation and Memorial,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31-48(조경진, 위의 책, p.195에서 재인용)

13) 몇 가지 관련 연구문헌을 들 수 있다. Elizabeth K. Meyer, "Seized by Sublime Sentiments:

Between Terra Firma and Terra Incognita," Richard Haag: Bloedel Reserve and Gas
Works Park, ed. Wiliam S. Saunder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p.5-28 ;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조정송 외, LAnD: 조경․ 미학․
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p.142-153 ; 이명준·배정한 “숭고의 개념에 기초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미학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0(4), 2012,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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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Duisburg Nord Landscape Park

고를 “무질서하고 형식이 없으며 불명료한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강렬한

감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숭고의 개념은 이후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에 의해 종합되는데, 칸트는 숭고를 절대적 크기에서

만나는 “수학적 숭고”와 자연의 위력 등 인간을 압도하는 힘과 관련된

“역학적 숭고”로 구분했다.14) 현대에 이르러서는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Jean Francois Lyotard)가 생성, 해체, 무질서, 불일치 같은 포스트모더

니즘 시대의 미학적 원리로서 숭고를 내세우는데, 특히 리오타르는 “대

상의 몰형식성과 현시불가능성”이라는 숭고의 특성에 주목하였다.15)

근대 이후의 산업 부지들은 주로 공장 시설, 철로, 오래된 고가 등 거

대한 구조물로 이루어진 건물 및 인프라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

14)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pp.147-148.

15) 위의 글,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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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선유도 공원

인 산업 부지의 공원화 사례인 독일의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Duisburg

Nord Landscape Park)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라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lette), 시트로앵 공원(Parc Ander Citroen), 한국의 선유도 공원 등이

기존 공장시설을 재활용한 형태로 지어졌고,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떼

(Promenade Plantee)와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 등은 더 이상 이용

하지 않게 된 고가 철로를 재활용하여 공원화했다. 이와 같은 포스트인

더스트리얼 공원에서의 숭고의 특질은 부지의 특성이 가져오는 이전과는

다른 생경한 감각의 체험,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불확실한 시간

성의 현시, 산업 부지에 대한 자연의 치유력이 주는 교훈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16)

오늘날 산업 부지를 이용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들은 유기된 공

16) 이명준·배정한, “숭고의 개념에 기초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미학적 해석,” 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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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한 적극적인 미적 경험을 보인다는 점에서 픽처레스크 시기의 폐

허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낡고 오래된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공간

의 설계로 반영된 폐허와 산업 부지의 예는 과거의 기억과 모습을 간직

한 장소에 대한 미적 경험을 이해하는 기존 조경 설계의 전략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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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의 장소의 물성과 미적 경험

앞 절에서는 낡고 오래된 공간을 설계하여 미적으로 향유했던 조경 설

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로 폐허와 산업 부지를 픽처레스크와 숭고의

미학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폐허와 산업 부지에

대한 해석들이 장소의 물성을 통해 환기되는 미적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이 절의 목적은 픽처레스크의 폐허나 산업

부지의 설계가 표면에 드러나는 형태에서는 낡은(aging) 또는 낡은 듯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 설계 전략과 해석들이 특정한 장소성이나

장소가 간직하고자 하는 사건의 기억에 대한 감상에 소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픽처레스크 시기의 폐허에 관하여『Essay on the Picturesque』

(1794)를 쓴 웁데일 프라이스(Uvedale Price)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변화의 위대한 저자가 된 시간이 아름다운 대상을 픽처레스크한

것으로 바꾸는 과정을 주목해 보라. 먼저, 비바람을 맞은 얼룩, 부분적인 외

피, 이끼 등으로 시간은 표면과 색채의 균일함을 동시에 빼앗는다. 시간은 여

러 단계로 표면을 거칠게 하며 다양한 색조를 부여한다. 그리고 날씨가 만들

어 낸 다양한 우연들은 돌 자체를 흐트러뜨린다. 시간은 아마도 이전에 매끄

러운 풀밭이나 포장도로, 혹은 잘 다듬어진 보도나 관목이었을 어떤 것 위로

불규칙한 덩어리가 되어 굴러다니게 되고, 이제는 무너진 폐허 사이로 기어

오고 싹트는 야생 초목과 덩굴 식물과 뒤섞여 무성해졌다.17)

프라이스는 픽처레스크의 세 가지 외형적 특징을 “거칠음”, “갑작스런

다양성”, “비정형”으로 들고 있으며, 특히 픽처레스크를 관찰 대상에 내

17) Malcom Andrews, The Search for the P icturesque: Landscape Aesthetics and Tourism in
Britain, 1760-1800.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58.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p.17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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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고 관찰자가 이를 봄으로써 마음 속에 내적 감흥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한 물리적 속성으로 보았다.18) 프라이스의 묘사는 노화한 외양

이 우리에게 미적 감상을 유발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한다. 프라이스가

설명하는 폐허에서 시간을 마주하며 노화된 얼룩, 외피, 이끼, 그리고 불

규칙하게 자라나는 초목과 덩굴 식물은 폐허와 엉켜 감각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헌트는 픽처레스크 정원이 폐허를 만들어내며 도입한 다양한 구조물의

양식들, 즉 그리스 신전에서 심지어 이슬람의 모스크나 이집트의 오벨리

스크에 이르는 다양한 삽입 구조물(insertions)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

원의 폐허가 특별한 시각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역사적 회고(historical

retrospection)”와 “이에 수반되는 명상(incidental meditation)”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고 설명한다.19) 이 때 폐허에 관한 역사적 회고나 명상은 폐

허가 위치한 장소성이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폐허의 물성 자체에 대한 연상주의적 관점에 가까워 보인다. 헌트는 다

른 글에서, 픽처레스크 양식의 필수적 요소인 폐허는 연상 능력

(associative faculty)을 작동하게 한다고 적었다.20) 헌트에 따르면 폐허

를 매력 있게 만드는 이 연상은 결국 무언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낡아진

폐허의 불완전성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 연상 작용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더해지면서 폐허에 대한 더 깊은

감상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18세기를 지나면서 어떤 역사적 주제보

다는 일시성이나 무상함(transitory)을 느끼게 하는 폐허의 힘에 주목하

는 양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유리코 사이토는 이를 시간의 차를 두

18) 임석재, “낭만주의 자연관을 담아낸 폐허운동,” p.182.

19) John Dixon Hunt, The P icturesque Garden in Europe, p.44.

20) John Dixon Hunt, “Picturesque Mirrors and the Ruins of the Past,”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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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거와 현재 사이를 비교하며 상상하게 하는 연상의 힘이라고 설명하

기도 하였다.21)

픽처레스크 시기의 폐허의 감상에 대한 연상주의적 해석은 특정한 기

억과 지식을 가진 감상자의 상상력이 낡은 외관의 경관을 의미있게 한다

는 점에서 오늘날 기억을 간직한 많은 장소들의 감상을 이해하는 데 실

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신전이나 로마 신전의 폐허 운동

이 유행하였다는 점이나,22) 폐허를 만들기 위해 이국적 양식의 구조물을

도입하였다는 점 등은 폐허의 감상이 특정한 장소성이나 사건에 기반한

기억이 아니라 낡은 폐허 외관의 물성 자체에 대한 일반적 기억에 더욱

치중하였음을 보여준다. 불완전해 보이는 폐허의 외관을 상상 속에서 완

전하게 만들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떠올리게 하는 연상 능력이 환기

시키는 기억은 특정한 장소의 기억에 기반하고 있는 기억보다 더욱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이다.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포스트 인더스트리

얼 공원이나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고자 만든 9.11 메모리얼 같은 공간들

은 연상주의적 해석의 틀로 이해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기억은 보다

구체적인 장소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특별한 기억을 고려한

다면 이들 장소에 대한 픽처레스크의 연상주의적 해석은 여전히 충분하

지 않다.

숭고(sublime)는 기억을 가진 장소에 대한 미적 경험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틀이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탈산업 부지들이 뒤스부

르크 노드 공원, 개스웍스 공원(Gasworks Park) 등 포스트 인더스트리

얼 공원으로 변모하면서, 이전의 산업 시설을 유지한 채 산업 부지를 공

원으로 바꾸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 새로운 공원에서의 미적

21)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pp.180-182.

22) 임석재, “낭만주의 자연관을 담아낸 폐허운동,”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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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Gasworks Park

경험은 이전의 공원과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Ⅰ장의 연구

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새로운 공원에 대한 미적 경험을 엘리자베스

마이어나 배정한을 비롯한 학자들은 숭고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였다.23)

숭고는 기억을 가진 장소에 대한 하나의 해석적 틀이 될 수 있다. 마

이어는 리처드 하그(Richard Haag)가 설계한 시애틀의 개스웍스 공원과

블로델 리저브 정원(Bloedel Reserve Gardens)를 숭고를 유발하는 공원

이라고 해석한다.

이 공원은 나에게 두려움 또는 공포의 감정과 연결된 경외와 고양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 곳은 조화롭기보다는 규정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공간으로 보

였다. … 숭고의 부활, 그리고 경관에 밀접하게 관련된 최근의 중요한 논점들

23) Elizabeth K. Meyer, “Seized by Sublime Sentiments: Between Terra Firma and Terra

Incognita,” ;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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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형태를 무너뜨리는 숭고의 능력, 보이지 않는 것―부지의 프로

세스나 역사성―의 재현, 그리고 숭고의 경험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중요한 역할 등을 포함하고 있다.24)

개스웍스 공원은 1906년부터 시애틀 가스 생산 회사의 생산공장시설이

던 부지를 1970년 리처드 하그가 공원으로 설계한 곳이다. 녹색 잔디밭

위에 그대로 서 있는 이전의 공장 시설은 마이어가 묘사하듯 “산업 잔여

물(industrial remnants)”이며 “기억의 장치(mnemonic devices)”25)로 기

능하고 있다. 산업 부지에 만들어진 공원의 특별한 외관은 공원에서의

경험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다. 숭고를 유발하는 외관에 대한 묘사는

한국의 대표적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이라 볼 수 있는 선유도 공원에

서도 볼 수 있다.

…선유도 공원의 이 모호한 분위기는 숭고로, 폐허의 물성이 연출하는 숭고

의 미학으로 수렴된다. 선유도 공원을 지배하는 물성의 힘은 허물어진 콘크

리트, 거친 표면의 시멘트 기둥, 녹슬고 부식된 철제 배관과 같은 시간의 파

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한 파편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숭고의 미적 아

우라일 것이다.26)

선유도 공원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낡고 노화한 외관은 숭고를 드

러내는 중요한 요소다. 탈산업 부지의 낡고 노화한 외관이 숭고를 드러

낼 때 기억의 역할은 무엇인가? 만약 숭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역할이 없다면 산업 부지에서의 노화하고 낡은 외관이 부지의 프로세스

나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마이어는

숭고가 장소가 가진 기억과 연관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이어

24) Elizabeth K. Meyer, 위의 글, p.11.

25) 위의 글, p.8.

26)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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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스웍스 공원과 블로델 리저브 정원의 숭고가 18세기 버크와 칸트의

숭고 이론과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숭고에 가깝다고 설명한다.27)

그녀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숭고의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18세기 버크나 칸트가 이야기하던 압도적인 공간이나 물질보다는 시간의

무한계성(limitlessness)이다. 이들 공간은 방문자와 동일한 시간에 존재

하지만 방문자는 충분한 상상을 통해 이들 공간이 특정한 현재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로,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래의 시간으로 제한

없이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고, 마이어는 이것이 산업 부지 공원에서 느

낄 수 있는 포스트모던적 의미의 숭고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숭고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연상이 아닌 특정한 장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바로 방문자의 기억이다.

공원의 경험 안에 내재된 이야기는 공원 주변의 커뮤니티에 의해 해독되고

해석되며 지각된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설계자의 개인적 기억을 드러내는

몽상이 아닌, 커뮤니티가 가진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을 두드릴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리처드 하그가 설계한 시애틀의 두 공원의 예에서 이야기

의 내용은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집중

하고 있다.28)

이 두 공원 설계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숭고가 기념비적 크기를 요구하고 있

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공원의 공간 내에서 시간적 구성물(temporal

consturcts)을 만들어내고 시간적 무한계성(temporal limitlessness)을 제안할

수 있다면, 숭고는 충분히 작은 공간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29)

여기서 마이어가 말하는 숭고를 유발하는 시간의 무한계성은 방문자가

27) Elizabeth K. Meyer, “Seized by Sublime Sentiments: Between Terra Firma and Terra

Incognita,” p.25.

28) 위의 글, p.28.

29) 위의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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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공원 디자인에 쓰인 코르텐 스틸

산업 부지의 외관을 지각하였을 경우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의 한없는 범

위를 의미한다. 감상자들은 노화한 외관에서 먼저 이 장소에 쌓여있는

과거의 파편을 볼 수 있으며,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 위에 새롭게 덧입혀져 자라나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또 다른

시간으로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을 경험하는 방문자

들의 개입은 점차 변화하는 현재 이후 시간 속 공원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시간의 이동은 초월적이다. 방문자가 경험하는 시간의

영역은 상상하고 감상할 수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고 통제를 벗어난 초월

적인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의 추상적

인 거대함이 숭고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숭고를 통한 미적 감상의 과정에서도 기억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이 미적 감상의 해석은 여전히 기억보다 시간 자

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성에 기초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상 과

정에 가까워 보인다. 산업 부지가 공원화된 사례들에서 기억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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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는 산업 부지를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물성에

기초한 해석, 그리고 물성이 유발하는 거대한 시간적 넘나듦의 경험의

해석과 표현 전략이 해당 장소의 특별한 기억과 관계 없는 낡고 노화한

외관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비판적

인 시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최근 설계 재료로 널리 쓰여온 코르텐

스틸(corten steel)이 장소성과 관계 없이 산업 부지를 공원화하는 설계

안에 쓰이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나, 장소의 오래된 구조물을 보존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에 앞서 이를 무조건 보존하여 새로운 공간으

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기존의 조경학적 전략과 해석

이 가져온 물성에 기초한 미적 경험 설명으로 소급된다고 생각한다. 즉,

본 연구는 과거의 모습과 기억을 간직한 장소는 물성에 대한 감상만으로

미적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이어의 해석에서 단

서를 찾을 수 있듯이, 방문자들은 개개인의 기억, 혹은 세대, 민족, 국가

별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 또는 합의된 기억)을 가지고 장소와 경

관을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의 미적 경험은 물성이 유발하는 감각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감상자가 가진 기억은 어떻게 작동하고, 기억의 역할은 무

엇이며, 기억은 경관에서 어떤 미적 경험을 환기시킬 수 있는가? 어떤

장소에 드러내고자 하는 기억과 이에 대한 감상자의 기억 반응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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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의 구축

1. 노스탤지어와 멜랑콜리

이 장에서는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 그리고 감

상자가 지닌 기억이 장소가 가진 기억만큼 미적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앞서 Ⅲ장에서는 장소

가 가진 시간성을 경험하는 숭고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경험하는 숭고와 시간과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에서부터 넓게 펼쳐지는 시간의 영역을

경험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이 만들어 내는 인간의

미적 경험은 시간의 거대한 초월성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인

것처럼 인식하며 이를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숭고의 경험에만 기초하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는 기억을 가진 장소와 경관에서 일어나는 기억을 통

한 미적 경험의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틀로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시간에 대한 향수인 노스탤지어, 그리고 이로

인한 슬픔에 가까운 멜랑콜리의 개념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노스탤지어

스베트라나 보임(Svetlana Boym)은 『The Future of Nostalgia』

(2001)에서 현대적 노스탤지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노스탤지어가 사회 여

러 현상에 드러나는 양상을 정리하였다.1) 노스탤지어(nostalgia)는 그리

스어 nostos (return home)과 algia(longing)의 합성어로, 어원적으로는

1)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이하 노스탤지어의
개념은 이 책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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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가고픈 열망”을 의미하며, 이 때의 집 혹은 고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본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곳까지를 포괄한다.2) 노스탤

지어는 고향 또는 집으로 대표되는 추억의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성된다. 1688년 요하네스 호퍼(Johannes Hofer)가 본인의 의학 논문에

서 이 개념을 제기하였을 때, 그는 “노스탤지어라는 단어의 힘에 기대어

누군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에 기반한 슬픈 감정 상태를 정의

하는 것이 가능하다”3)고 하였다.

호퍼의 노스탤지어 정의는 17세기의 추방된 방랑자들, 바젤(Basel)의

베른 공화국에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공부하던 학생들, 프랑스와 독일에

서 하인으로 일하던 사람들, 타국에 나가 전쟁하던 스위스 군인들의 증

상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사인 호퍼에게 노스탤지어가 중요하였던

이유는 노스탤지어가 정신적 문제를 넘어 몸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었다. 호퍼는 노스탤지어가 “메스꺼움과 식욕 감퇴, 폐의 병적 변화, 뇌

염증, 심장마비, 고열뿐 아니라 소모증(marasmus)과 자살 경향까지 유발

한다”4)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볼 때 호퍼가 정의한 노스탤지어

의 개념 자체는 철학보다는 의학을 기반에 둔 것임을 볼 수 있다.

한편 호퍼가 노스탤지어를 정의한 17세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증상

혹은 상태의 기록이 존재했다. 노스탤지어와 유사한 개념 중 하나로 ‘향

수병(homesick)’을 들 수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공중 정원(hanging

garden)은 타국에서 온 왕비가 고국의 환경을 매우 그리워하자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운 왕비를 위해 왕이 직접 지시하여 왕비의 자국 식물들로

채운 정원이라는 설이 하나의 예가 된다. 한국의 궁궐에서도 자유롭게

2) 위의 책, p.xiii.

3) 위의 책, p.3.

4) 위의 책,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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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Hanging Garden in Babylonia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왕비나 대비, 빈 등의 처소 뒤뜰에는 화문(花紋) 담

장과 작은 정원을 배치하여 왕실 여성들이 그리움과 답답함을 달래도록

했다. 또한 보임은 17세기 이전의 유럽, 중국, 아랍의 여러 시에서 노스

탤지어적 갈망이 흔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Odyssey)』에서도 두 가지 측면의 노스탤지어가 드

러난다고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트로이로부터 영웅들의 귀환에 대한 열

망이고, 다른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에서 겪는

저승의 신 하데스(Hades)로부터의 귀환이다. 보임은 오디세우스의 배가

고향 이타카(Ithaca) 해안에 정박했을 때 정확히 어둠으로부터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바로 빛과 삶으로의 귀환에 대한 노스탤지어적 갈망을 드

러낸다고 설명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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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정지용의 대표적인 시 <향수>에 쓰여진 “차마 꿈에도 잊

히지 않을” 추억 속 시골의 풍광을 노스탤지어적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 외에도 이효석, 백석, 유치환 등 20세기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문인들의 작품들을 노스탤지어로 이해하려는 연구들도 있다.6)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17세기 호퍼가 노스탤지어를 의학적으

로 정의하기 이전까지 노스탤지어와 관련된 개념들은 시학을 중심으로

‘마음의 상태’로 자주 언급되고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

대에 들어서면서 노스탤지어는 마음의 심리 상태나 병적 상태를 넘어선

다.

보임은 20세기가 미래적 유토피아에서 시작해 노스탤지어로 끝났다7)

고 했다. 20세기 초 유토피아 개념에서 파생되었던 낙관적 믿음이 어느

새 폐기되어 20세기 말에는 노스탤지어만 남게 된 것이다. 노스탤지어의

미래(future of nostalgia)는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 노스탤지어가 가지

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갈망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도달하는지 도무지

규정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이다. 보임은 이 규정하기 어

려운 현대적 노스탤지어의 원인이 장소의 탈위치성 외에도 시간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스탤지어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라기보다는

시간의 축적이 가져온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감정에 가깝기 때문이다.8)

노스탤지어의 개념은 이처럼 상실에 기초하여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5) 위의 책, p.7. 보임은 그레고리 나기(Gregory Nagy)의 연구를 재인용하는데, 호메로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시 문학을 연구한 나기는 그리스어 nostos가 인도-유럽어 nes에 기원을 두며, 이

단어는 빛과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6) 이기성, “‘고독’이라는 병과 근대의 노스탤지어: 백석론,” 민족문학사연구 22, 2009, pp.277-302 ;
강유정, “이효석 소설의 노스탤지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2), 2011, pp.111-132.

7)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p.xiv.

8) 위의 책, p.7. 이와 같은 기억에 대한 집단적 관점은 기억과 장소에 관한 노라, 케이시, 아스만

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50 -

보이나, 실제 21세기 들어 나타나는 노스탤지어적 사회 현상은 ‘노스탤지

어 마케팅’과 ‘포스트-공산주의 노스탤지어’라는 부정적 감정과 거리가

먼 성격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먼저 노스탤지어 마케팅(nostalgia

marketing)은 그 용어 자체에 노스탤지어가 부정적인 병적 상태를 벗어

나 매력적인 감정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현상은 본

연구의 초반에도 언급하였던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물론

작은 판매 상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범위를 포괄하며 나타난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의 상품 마케팅 못지 않게 과거의 추억을 자극하는 마케팅과

상품의 사례를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포스트-공산주의 노스탤지어는 1990년대 소련 체제 및 냉전 체

제가 서서히 와해되던 시기 이후부터 등장하였다. 보임은 노스탤지어가

드러나는 도시로 탈사회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

테르부르크와 독일 베를린을 꼽았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하

여 두 국가의 노스탤지어를 비교한 이문영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9)

이문영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1985) 직전의 강한 공산주의 시대인 브레즈

네프(Brezhnev)의 시대가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의 대상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이행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중은 개혁보다 안정과 “강한 손”을 다시 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2000년대 초반 “오스탤지(ostalgi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독일어 ‘ost’는 ‘동’을 뜻하며 사회주의 동독에 대한 노스탤지어

를 의미하는데, 이는 통일 후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구

동독일인의 박탈감이 구체화된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올드

9) 이문영,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노스탤지어 비교 연구-러시아의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와

독일 오스탤지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6(2), 2011, pp.15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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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김기찬, <골목안 풍경 30년, 1968-2001> 사진집 중 일부

상하이 노스탤지어”는 1920-1930년대의 상하이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의

미하는데, 박자영은 상하이의 경우를 러시아나 독일과는 다르게 이데올

로기적 위험 시대였던 1920-1930년대를 표백하고자 하는 상상적 노스탤

지어 이데올로기의 유포로 보았다.10)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독일, 상하

이의 포스트-공산주의 노스탤지어 작동은 노스탤지어 마케팅과 연결되

어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11)

대상을 좁혀 장소와 경관에 관한 노스탤지어 연구로는 한국의 사회학

자 김홍중의 논문을 들 수 있다.12) 그는 한국인들이 골목길에 대하여 가

지는 정서를 노스탤지어로 분석하며, 골목길의 힘들거나 불편한 삶의 현

실은 골목길이라는 장소의 실제적 상실로 인해 지워지고 노스탤지어의

추억만 남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원인의 하나를 사진작

10) 박자영, “상하이 노스탤지어: 중국 대도시문화현상 사례와 관련 담론 분석,” 중국현대문학 30,
2004, pp.91-122.

11) 이문영,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노스탤지어 비교 연구-러시아의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와

독일 오스탤지를 중심으로,” 2011. 이 논문은 러시아에서 과거 시대와 화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화해의 영화’로 <브레즈네프>(2005), <스탈린의 아내>(2006), <종이 병사>(2008)

등을 꼽았으며, 독일 영화로는 <굿바이, 레닌!>(2009)을 ‘오스탤지’의 촉매 역할을 한 대표작으

로 꼽았다 ; 박자영, 위의 글. 이 논문에서는 올드 상하이 회고 시장을 연 대표적 문학 산문집

으로 <상하이의 풍하설월>(1998)을 꼽고 있다.

12)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경제와 사회 77, 2008,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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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기찬의 골목길 사진집 <골목 안 풍경>13)의 사진에서 찾고 있다.

김기찬의 사진은 1970년대 골목길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삶의

힘든 모습이나 고달픔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게끔 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김기찬의 사진 같은 풍경의 골목길

은 노스탤지어적 감성을 유발하는 장소가 된다.

한편 박지향은 직접적으로 노스탤지어나 향수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

았지만 “전원적 잉글랜드”라는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영국의 전원적 풍

경과 전원적 잉글랜드성의 한 가지 원인으로 더 이상 영국에 전원적 풍

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14)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전원적

풍경이 영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음은 김홍중이 해석한

골목길과 마찬가지로 상실된 장소에 대한 노스탤지어적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멜랑콜리

멜랑콜리(melancholy)는 기원전 5세기의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

테스(Hippocrates)의 4체액설의 체액 중 하나로, melas(black)와 chole

(bile)의 합성어이며 ‘검은 담즙’을 의미한다. 히포크라테스는 검은 담즙

이 과도하게 흘러넘쳐 뇌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멜랑콜리로, 이는 슬픔,

불안감, 낙담, 자살 성향 등의 병적 증상을 동반한다고 하였다.15) 멜랑콜

리는 정서적으로는 우울함, 허무함, 무기력함, 권태로움 등과 연관되며,

점성술로는 토성―토성을 ‘검은 태양’이라 표현한다―과 관련된다. 특히

13) 김기찬, 골목안 풍경 30년, 1968-2001, 서울: 눈빛, 2003.

14) 박지향, “전원적 잉글랜드,”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서울: 기파랑, 2006, pp.57-99.

15) Julia Kristeva, Soleil Noir, Paris: Gallimard, 1987. 김인환 옮김,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
리, 서울: 동문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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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Edvard Munch,

Evening: Melancholy 1(1896)

이 상태는 히포크라테스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

는데, 사학자 제니퍼 래든

(Jennifer Radden)이 정리

한 책 『The Nature of

Melancholy』에서 멜랑콜

리를 논의한 31명 지식인

의 멜랑콜리 담론을 살펴

볼 수 있다.16) 이 책은 고

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이후 버턴

(Robert Burton),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클라인(Melanie Klein),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식인들의 담론을 포괄한다. 어떤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처럼 멜랑콜리가 천재들의 탁월함

(brilliance)과 연결되어 피치노(Marsilio Ficino), 괴테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고, 어떤 시대에는 만성적 질환으로, 또 어떤 시대에는 검고 음울한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래든은 이처럼 많은 멜랑콜리 이론가

들을 단 둘로 분류하는데, 바로 프로이트 이전과 이후다.

프로이트는「애도와 멜랑콜리(Trauer und Melancholie)」(1917)라는

짦은 논문을 통해 멜랑콜리를 설명하였는데,17) 이는 크리스테바, 클라인

16) Jennifer Radden, The Nature of Melancholy: From Aristotle to Kristev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7)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서양 주체의 문화적 기질론,” 철학탐구 28, 2010, p.261. 이하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논의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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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현대 멜랑콜리 담론의 이론적 뿌리가 된다. 프로이트의 선구

적 시각은 멜랑콜리를 “임상적 우울증(clinical depression)”의 상태로, 즉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했다는 데에 있다. 글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를 비교하며 멜랑콜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애도란 사랑하는 대상의 고통스러운 상

실에 대한 반응이다. 이 상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애도와 멜랑콜리가

구분되는데, 상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애도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슬픔은 평범한 슬픔으로 남지만, 애도 작업이 실패할 경우 슬픔은 멜랑

콜리로 변모한다. 애도작업에 실패한 멜랑콜리커는 상실의 대상을 내면

화시키고 자기와 동일화시키기 때문에 자기분열 및 가학으로 인한 우울

한 상태로 쉽게 빠져든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애

도 작업의 실패 후 사랑의 대상을 자신과 동일화하기 쉬우며 인간은 기

본적으로 모두 나르시시스트이므로 멜랑콜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

명한다.18) 프로이트의 이 같은 논의는 이전 멜랑콜리론의 확연한 반전이

라기보다 멜랑콜리의 기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노력이며, 병적

증상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멜랑콜리적 성향이 문화적 기질로 드러난다

는 것을 밝혀주는 논의라 할 수 있다.19) 멜랑콜리가 특정 사람들의 질병

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질’이라는 위치를 얻게 된 것이다.

멜랑콜리는 오랜 기간 동안 시대별로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왔으므로

시대마다 의미하는 멜랑콜리가 같은지, 즉 멜랑콜리가 “단일한 의미인지

다의적인지, 한 가지 상태인지 여러 상태인지”20)를 규정짓기는 어렵다.

버턴은 이러한 멜랑콜리의 상태를 빗대어 “바벨탑은 결코 멜랑콜리의 혼

18) 위의 글, pp.280-281.

19) 위의 글, p.283.

20) Jennifer Radden, The Nature of Melancholy: From Aristotle to Kristeva,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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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야기했던 증상만큼 다양한 언어적 혼란을 낳을 수 없다”21)고 하였

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멜랑콜리는 비정상적 정신 질환보다는 예술적

동인 혹은 자연스러운 정신적 상태 등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적 동인으로서의 멜랑콜리는 먼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등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크리스

테바는 예술적 창조의 원천을 멜랑콜리에 두었으며,22)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그 유명한 “산보객(Flaneur)”들은 아케이드

를 체험하며 축적된 도시의 과거 기억을 읽고 멜랑콜리한 상태로 빠져든

다. 독일문학자 김길웅은 이에 기초하여 1930년대 경성과 베를린을 각각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과 헤셀의 『베를린에서의 산

책』(1929)을 통해 멜랑콜리한 산책 모티프라는 공통점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는데, 그는 급변한 도시 상황에서 산보객들은 사라진 과거의 기억을

불현듯 떠올리며 멜랑콜리 상태로 도시를 산책한다고 주장하였다.23) 또

한 멜랑콜리가 유럽의 17세기 바로크와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가지 동인

이라는 견해도 있다.24)

한편 멜랑콜리의 기질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는 우울증은 더 이

상 설명이 필요 없는 현대인들의 흔한 정신적 상태가 되었다. 세기병이

라고도 할 수 있는 우울증의 만연은 프로이트의 논의에서처럼 멜랑콜리

가 질병 상태에서 벗어나 기질화된 하나의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

동규는 ‘냉소’라는 웃음의 한 형식을 멜랑콜리적 기질로 분석하며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상태의 비웃음을 멜랑콜리적 그림자가 드리워진 냉소의 단

21) 위의 책, 같은 쪽.

22) Julia Kristeva, The Nature of Melancholy: From Aristotle to Kristeva, p.5.

23) 김길웅, “시간과 멜랑콜리: 1930년대의 근대 도시 베를린과 경성에서의 산책 모티프를 중심으

로,” 독일언어문학 36, 2007, pp.259-264.

24) 김유동, “멜랑콜리: 17세기 유럽 문화의 한 가지 동인,” 독일문학 53(3), 2012, pp.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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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Robert Smithson,

The Fountain Monument(1967)

in Passaic

면으로 분석하기도 했

다.25)

주제를 멜랑콜리와 경

관 사이의 논의로 좁혀

보면, 멜랑콜리와 노스탤

지어 개념의 구분이 다소

애매모호한 것과 달리 멜

랑콜리적 경관은 노스탤

지어적 경관과 좀 더 뚜

렷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노스탤지어적 경관

이 과거의 ―좋은― 추억

이 담긴 장소 기억에 기

초하여 형성된다면, 멜랑

콜리적 경관은 폐허에 가깝다.

조경학에서는 보링이 멜랑콜리적 경관을 연구하였는데, 책과 논문을

통해 전 세계의 여러 경관을 멜랑콜리적 감성으로 분석하였다.26) 특히

논문에서는 영국 런던과 미국 뉴저지의 퍼세이익(Passaic)을 각각 영화

와 에세이라는 문화적 콘텐츠의 눈을 통해 멜랑콜리적 경관으로 분석하

며 조경학 분야가 ‘사진이 잘 나오는’ 경관에 치우치는 경향을 비판하였

다.27) 한국에서는 조경진이 픽처레스크 가든의 폐허를 멜랑콜리적인 경

25) 김동규, “웃음의 문화 형식의 한 가지 사례-검은 담즙에서 배양된 웃음, 냉소,” 존재론 연구
22, 2010, pp.85-112.

26) Jacky Bowring, A Field Guide to Melancholy, Harpenden: Oldcastle Books, 2009 ;
“Melancholy Landscape of Modernity,” Landscape Journal 30(2), 2011, pp.214-225.

27) Jacky Bowring, “Melancholy Landscape of Modernity,” pp.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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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용하여 국내 조경 공간

에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8)

28) 조경진, “폐허의 미학, 조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pp.1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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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성의 발현

시간성(temporality)은 본래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현

존재의 철학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단어의 철학적 의미보다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서 Ⅲ장에서 폐허나 산업 부지에 대한 미적 경험의

해석이 ‘물성’에 치중해 온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 물성과 비교하여 공간

이 가진 추상적인 시간의 켜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시간성’을 사용하

고자 한다. 물성이 공간의 감각적인 외관의 특성을 말한다면, 공간의 시

간성은 공간에서 감상자가 상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시간의 켜를 말

한다.

기억은 이 시간성을 환기시키는 매개다. 이 떄의 기억은 두 가지 방향

으로 작동한다. 첫째는 공간이 물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 가진

기억이며, 둘째는 방문자가 공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억 또는 지식이다.

앞서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소와 경관은 기억을 저장한 매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기억이 시간성을 환기시키는 두 가지 방향 모두로

확장시켜 생각한다면 장소와 경관은 물성을 통해 공간이 가진 기억을 방

문자에게 보여주는 매체일 뿐 아니라, 이 물성을 통해 방문자가 공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억을 환기시키는 매체로도 볼 수 있다.

시간성이 기억을 통해 환기되고, 이 기억은 공간의 물성이 보여주는

공간이 가진 기억과, 공간이 떠올리게 하는 방문자가 가진 기억 모두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성은 물성과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공간에서의 시간성은 물성에 감상자의 기억이 더해져 구축된다.

이 때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던 기억은 물성의 개념 안에 포함된다. 공

간이 환기시키는 기억, 그리고 감상자가 가진 기억은 기억의 장소와 경

관에서 함께 어우러져 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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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픽처레스크 폐허의 연상(association) 방식처럼 기억을 가진 공간

에 방문한 우리는 장소를 경험하고 경관을 감상하면서 공간이 가진 시간

의 켜를 상상력의 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이 시간성의 미적 경험은

아름다움(the beautiful)의 감상과 구별된다. 본 연구는 기억을 간직한 공

간의 미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 미적 개념으로 논의되는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등을 앞서 살펴보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제

공간 사례들을 정리하며 시간성의 경험에 대해 고찰하였다. 필자는 이

시간성에 기초한 미적 경험은 결국 기억을 가진 공간이 장소와 경관을

통해 감상자에게 기억을 환기시킬 때, 미적 경험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

선(beyond the control)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상태에 기인한다고 주장

하고자 한다. 이 상태는 감상자들이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간 자체의 되돌릴 수 없음,

즉 시간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다.

시간의 비가역성이 기억을 가진 장소와 경관 안에서 어떻게 숭고, 노

스탤지어, 멜랑콜리의 미적 개념과 연결되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숭고

는 결국 거대한 크기, 경이로운 것, 마치 신성에 기반하는 듯 인간의 영

역을 넘어선 시간적․공간적 크기를 통한 압도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힘

이다. 앞서 인용하였던 마이어는 숭고를 유발하는 크기가 반드시 거대함

에 국한되지 않으며, 물질이나 공간 외에도 시간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거나 한번에 인식할 수 없는 크기 자체를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29) 방문자들은 기억을 간직한 공간이 보여주는, 그리고 그들이 상상

할 수 있는 역사적 시간과의 차이(gap)에 압도당할 수 있다. 이는 기억

이 상징하는 과거의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도 포함된다.

29) Elizabeth K. Meyer, “Seized by Sublime Sentiments: Between Terra Firma and Terra

Incognita,” Richard Haag: Bloedel Reserve and Gas Works Park, ed. Wiliam S. Saunder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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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선유도 공원 같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경우, 방문자

들은 선유도 공원에 쌓인 이전 시간과 기억의 켜에 더해진 이끼와 덩굴

식물, 자연의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후 변화될 선유도 공원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선유도 공원의 생경함은 자연과 산업 잔

여물 사이의 상상할 수 없던 조합에서 올 뿐 아니라, 산업 부지를 스스

로 변화시키는 자연의 초월성,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향하는 거대

한 시간의 스펙트럼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 즉 집으로 돌아가고픈 열망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노스탤지어는 공간에서 되돌아 갈 수 없는 과거 시간에 대한 향수로 드

러난다. 현재의 시간에서 만나는 공간은 비록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며

추억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지만,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

역성은 과거 시간에 대한 향수로서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노스탤

지어만큼 감상자의 기억에 강하게 호소하는 감정은 없을 것이다. 노스탤

지어는 그 개념 자체를 살펴볼 때, 숭고나 멜랑콜리의 개념보다 더 공간

에 대해 가진 감상자의 기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노스탤지어는 특히 한국의 골목길처럼 사장되어가는 추억의 공간, 거

대한 고궁처럼 과거의 영광의 흔적만 남아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현된

다. 최근 헌트는 보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주변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

로 가지고 있는 기억에 기대는 노스탤지어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30)

그러나 노스탤지어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 보면, 트라우마와 같은 강한

기억을 가진 공간에서도 노스탤지어가 발현될 수 있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시간 이전으로, 무엇인가 상실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

은 강한 그리움을 노스탤직한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9.11 메

30) John Dixon Hunt, Historical Ground: The Role of History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London;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4,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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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얼이 가지고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를 당해 무너지기 이전

의 시간으로,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되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트라

우마와 같은 기억을 가진 공간에서의 노스탤지어는 특히 깊은 상실에 기

초하기 때문에 멜랑콜리의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멜랑콜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검은 담즙이 분비되

는 우울, 허무, 무기력함의 상태를 의미하였고, 이 의미는 여러 철학자

등에 의해 변화해왔다. 프로이트의 정의를 빌려 보면, 멜랑콜리는 슬픔을

극복하는 애도 작업이 완수되지 못하고 여전히 상실로 남아 있는 “열린

상처(open wound)”31)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멜랑콜리의 감정은 기억

의 공간에, 특히 트라우마를 일으킬 만한 강한 기억들을 보여주는 장소

와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공간이 간직한 기억들은 현재의 방문자에게는 과거의 것이며, 현재는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 기억을 장소와 경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불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과거와의 시간의 차이를 상상할 수 있지만 되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성에 대한 방문자들의 지각으로 연결된다. 아름다

운 기억의 경우 멜랑콜리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불가능함에 대한

상실감이 멜랑콜리로 드러날 것이다. 아름답지만은 않은 기억을 간직한

반대의 경우는 좀 더 다면적이다. 우선 애도해야 하는 슬픈 기억들은 무

엇인가 상실되던 특정 사건 또는 시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불

가항력적 힘에 의해 멜랑콜리를 유발한다. 이 때 기억을 가진 공간은 기

본적으로 기억이 저장된 매체이기 때문에, 방문자에게 과거의 슬픈 기억

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밖에 없다. 장소와 경관에 저장된 기억과 방문자

사이의 거리가 이를 병적 상태로 치닫지 않게 조절할 수 있지만, 기억

31) Jacky Bowring, “Melancholy Landscape of Medernity,”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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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인간의 망각이나 죽음 등의 이유로 사라지지 않으며 장소가 존속

되는 한 보존된다. 이 계속되는 애도가 바로 멜랑콜리로 연결된다. 메멘

토 모리(Memento Mori)처럼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방문자들에게 이

를 환기시키는 공간의 기억은 슬픔을 잊지 않도록 저장되고 기억된다.

그리고 후자의 멜랑콜리는 지속적인 애도 과정을 통해 슬픈 기억과 그로

인한 병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

(irreversibility)을 경험하는 것이 아름다움, 감탄, 안락함 등의 미적 경험

과 다른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이

며, 이를 통해 유발되는 미적 감정을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의 개념

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를 구체적 사

례를 통해 예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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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의 구축

이 절에서 예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억의 장소와 경관을 통한 미적 경험은 공간의 물성, 그리고 이 물성이

드러내는 장소의 과거나 역사와 관련된 기억에 방문자의 기억이 더해져

구축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억의 장소와 경관을 통한 미적 경험을 이

루는 미적 감정은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감정들을 이루는 기초에는 기억을 간직한 장소와 경관

의 ‘비가역적 시간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9.11 메모리얼32)은 21세기 이후 전 세계인들에

게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중 하나인 2001년 9.11 테러 당시의 기억을

반추하는 공원이다.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하는 이슬람 테러

조직 알 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하여 세계무역센터 빌딩 및 국방부 청사

에 테러를 감행한 이 사건은 당시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되었고,

특히 날아오던 항공기가 그대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충돌하던

장면은 각종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었다. 많은 사상자를 낸 테러

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로 거대한 두 개의

인공 폭포가 떨어지는 공원과 박물관이 조성되었다. 공원의 설계 개념은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33)로, 테러로 인한 희생을 잊지 않고자

하는 기억에 대한 공원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 기자는 당시 테러로 황폐해졌던 현장이 2011년 공원 개장 이후 맨

32) 9.11 Memorial & Museum: 미국 뉴욕 맨하탄 전 세계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터에

위치한 메모리얼 및 기념박물관.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한 이슬람 테러

조직 알 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다니엘 리베스킨트(Dianiel Libeskind)

가 구상하였고, 2006년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라는 제목으로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와 피터 워커(Peter Walker)의 설계안이 당선되었고, 2011년 공원으로 개장하였다.

33) 이윤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부재의 반추’가 세워지기를,” 한경비즈니스 113,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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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Reflecting Pool in 9.11 Memorial

하탄 중심부에 들어선 공원으로 변모하면서 미국 정부의 기억에 대한 의

지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9.11 메모리얼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명소이며 다른 공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테러에 대한 기

억에 의해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흘러내리는 폭포와 주위 난간에 새

겨진 희생자들의 이름이 방문자들의 가슴을 묵직하게 한다는 것이다.34)

높게 솟아 있던 쌍둥이 빌딩이 이제는 인공 폭포를 따라 아래로 침잠

하는 것 같은 이 공원은 9.11 테러의 기억을 담고 있는 매체로서의 장소

다. 2001년 당시의 테러를 기억하는 많은 방문자들은 공원이 환기시키는

기억을 통해 깊은 애도의 감정을 느낀다. 공원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

한 슬픔,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포하고 있다.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억의 의지는 곧 이를 통제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경험

3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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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Vietnam War Veterans Memorial

해야 했던 사건을 회상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

을 드러낸다. 끔찍한 테러는 되돌릴 수 없다. ‘부재의 반추’라는 개념에

맞게 공원에는 반추할 ‘부재’가 존재하고 있다. 이 부재는 테러 이후 지

금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기억을 포괄한다. 열린 상처(open

wound)처럼 테러와 희생자에 대한 슬픔을 십수 년만에 온전히 지워버리

는 일은 불가능하며, 공원은 방문자들을 끊임없는 애도로 이끈다.

9.11 메모리얼처럼 아래로 침잠하는 모습을 표현한 설계, 그리고 이름

이 새겨진 대리석 벽을 보며 희생자를 반추하는 공간이 미국 워싱턴에도

있다. 1982년 마야 린(Maya Lyn)이 설계한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35)

35)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Vietnam War Veterans Memorial): 미국 워싱턴에 위치하며,

1965-1973년 일어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던 용사들을 기리기위해 만들어진 메모리얼이다.

1982년 당시 예일대 건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중국계 여학생 마야 린(Maya Lyn)의 설계

안이 당선되며 이슈가 되었다.



- 66 -

(Vietnam War Veterans Memorial)이 그것이다. 1970년대의 베트남 전

쟁의 참전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이 메모리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로

옆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빼곡이 새겨진 대리석 벽, 그리고 벽에 비치

는 방문자의 모습을 통해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과 현재에 존재하는 나를

동시에 투영하며 숙연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

리얼은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며 이들

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

간 참전용사들은 마치 대리석 벽에 새겨진 이름처럼 그 시간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곳에 투영되는 방문자는 시각이 만들어주는 상

상을 통해 스스로를 그들과 겹쳐보지만, 실제 현실은 우리와 그들 사이

에 존재하는 시간적 차이를,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희생자들의 넋을 다

만 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의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불가

항력적인 우울감은 멜랑콜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메모리얼

이 위치한 부지는 실제 전쟁의 장소와는 관련이 없다. 장소가 드러내주

는 기억의 수단은 벽에 새겨진 참전 군인들의 이름뿐이다. 그러나 마야

린의 훌륭한 설계는, 이 공간이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대표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간에 의한 재앙이 아닌 거대한 자연 재해로 인한 갑작스런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들도 있다. 일본의 고베 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神戸港震

災メモリアルパーク)와 태국의 813 쓰나미 메모리얼 파크(813 Tsunami

Memorial Park)가 그런 공원들이다. 일본의 고베 항 지진 메모리얼 파

크36)는 1995년 일어난 진도 7.2의 고베 대지진을 기억하고자 항만의 일

부 장소를 고베 시가 당시 지진이 일어났던 상태로 보존하여 둔 것이다.

36) 고베 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神戸港震災メモリアルパーク): 일본 고베 시에 위치한 이 공원은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진도 7.2의 고베 대지진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여 둔 기념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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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고베 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

기울어진 가로등과 깨진 바닥 돌 틈으로 물이 차오른 지금의 모습은 당

시의 지진을 짐작하게 한다. 인간에 의한 재해는 애도와 함께 이를 반복

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 자연 재해는 더욱 불

가항력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방문자는 자연의 힘 앞에 더욱 숙연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당시의 지진뿐 아니라 지진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기억

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지진을 떠올리며, 각 개인의 마음을 묵직하게 하는 자연재해의 힘과 이

미 시간이 지나 이제 다른 공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진 시간

의 차이를 경험한다.

태국 팡나(Phang Nga)의 813 쓰나미 메모리얼 파크37)는 일본의 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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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813 Tsunami Memorial Park

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고베 메모리얼이 이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다면, 쓰나미 메모

리얼 파크에서 쓰나미로 인해 망가진 대지의 형태 등을 찾아보기는 힘들

다. 이 공원에 들어서면 쓰나미 당시 떠내려 온 813호 경비정 한 척이

놓여 있다. 이 공원이 기억을 전달하는 방식은 당시 떠내려 온 회색의

경비정 한 척, 그리고 이 한 척의 배가 상징하고 있는 2004년 쓰나미의

피해를 담은 사진과 지도를 전시한 작은 천막 하나다. 무려 23만 명의

사상자를 낸 거대한 쓰나미의 기억이 작은 경비정 한 척으로 환기되고

있다. 산처럼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해안가를 덮쳐 해안의 위성 지도를

바꿔버린 쓰나미의 영상은 당시 급속도로 퍼지면서 9.11 테러 이후 21세

기의 전 세계인이 기억할만한 집단적 기억의 사건이 되었다. 당시 구호

37) 813 쓰나미 메모리얼 파크(813 Tsunami Memorial Park): 태국 팡나(Phang Nga) 시에 위치한

이 공원은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인도양 해저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공원이다. 숫자 813은 당시 인도양을 정찰하다 쓰나미로 인해 해

안가까지 떠밀려와 현재 공원에 전시되고 있는 813호 경비정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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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를 전달하던 한 한국 공군은 “해안선으로부터 수 킬로미터에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직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뿐이었다”38)고 전했

다. 813호 경비정은 아무 일을 겪지 않았던 것처럼 가만히 놓여있을 뿐

이지만, 쓰나미에 대한 기억을 가진 방문자들은 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 천막에 걸려 있는 경비정이 떠내려 올 당시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나면, 현재와의 더욱 큰 격차를 느끼게 된다. 자연 재해 앞

에서 무력한 인간을 드러내고 당시의 재앙의 기억을 간접적으로 환기시

키는 이 공원은 앞서 예로 들은 메모리얼들과 미적 경험의 방식을 공유

하고 있다.

한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들은 자연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는 측

면은 같지만, 재해로 인한 무력감보다는 도저히 자연과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산업 부지를 잠식해나가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보여준

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주드겔렌데 공원(Sudgelande Nature Park)39)

은 20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의 기간 동안 템펠호프 조차장(tempelhof

switchyard)으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1952년 후 방치되었던 공간을 시에

서 1980년대에 새로운 화물 운송 조차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방치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태 공간화된 이 곳의 특성이 시민들에게 주

목을 받았다. 시민들은 이 곳을 자연 공원으로 지키기 위한 행동위원회

를 조직하였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1996년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2000년 대중에 공개하였다. 이전의 기차역과 철로는 예술인 스

38) 김귀근, “삶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2005. 1. 7.

39) 주드겔렌데 자연공원(Sudgelande Nature Park): 1841-1952년까지 템펠호프 조차장(tempelhof

switchyard)으로 이용되던 이 곳은 1952년 폐장 후 약 50년간 방치되며 자연발생적으로 생태

공간화 되었다. 1980년 시에서는 화물 운송 조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이 이 생태

공간을 지키기 위해 1987년 쥬츠게뢴데 자연공원 시민행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시가 1996년 공

원으로 지정하였고, 1999년 관리에 들어가 2000년부터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기존의 기차역

과 철로는 예술인 스튜디오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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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Sudgelande Nature Park

튜디오로 개조되고, 약 50년간 방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생

태 공간이 이와 어우러지고 있다. 녹지의 부족보다는 생태적 가치 때문

에 공원이 된 이 곳은 기차가 지나다니던 산업 공간을 50년 만에 생태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자연의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연의 힘 사이에서

방문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듯한

옛 조차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40)

2002년에 완공된 한국의 선유도 공원41)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연

의 거대한 힘을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던 선유정수장이 근

40) 김준호. “50년 시간이 만든 독일 주드겔렌데 공원,”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2010. 1. 22.

http://www.makehope.org/tag/쥬츠게뢴데-자연공원/

41) 선유도 공원: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이 공원은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선유정수장으로 이용

되던 탈산업 부지에 만들어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이다. 조선시대에는 선유봉이라는 작

은 봉우리 섬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대홍수를 막고 길을 포장하기 위한 암석 채취원이 되면

서 봉우리의 대부분이 깎여나가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1999년에 (주)조경설계서안, 조성룡도

시건축, (주)다산컨설턴트의 설계안이 당선되었고 2002년에 공원으로 개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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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선유도 공원

대적 과거의 기억을 가진 산업 쓰레기로 남지 않고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건축가 정기용은 이를 “잊혀진 땅의 귀환”42)이

라고 칭한 바 있다. 선유도 공원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녹색 기둥의 정원’은 부서진 콘크리트 사이로 드러나는 철골, 그리고 그

콘크리트 기둥을 감싸오르는 덩굴 식물을 통해 자연의 숭고한 힘을 경험

하게 한다.

주드겔렌데 공원이나 선유도 공원의 자연의 힘의 경험은 그것에서 끝

나지 않는다. 공원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자연의 힘에

서서히 잠식되어가는 이전의 구조물들이 보여주는 과거의 기억이다. 이

는 단순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넘어서게 한다. 여전히 남아있는 산업 잔

여물(industrial remnants)들은 주드겔렌데 공원에서 그러하듯이 보물처

42) 정기용, “선유도공원-잊혀진 땅의 귀환,” 문화과학 31, 2002, pp.2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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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숨겨져 있으며, 선유도 공원이 일반인에게 ‘잊혀진 땅’이던 시절의 기

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잔여물로만 남아 더 이상 그 공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이전의 거대한 산업 구조물은 사진으로 남

아서 방문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보여진다. 상상으로만 보게 되는 근대의

모습은 경이로운 산업의 발전이나 자연의 파괴 문제 등의 가치 판단 이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며 가치 판단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사실 그

자체다. 우리의 미적 감상은 기억을 통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성

은 흘러가는 시간을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우

리는 이를 통해 시간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숭고와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중 노스탤지어는 특히 과거에 대한 특별

한 감정적 선호의 경향이 있을 때 일어난다. 숭고와 멜랑콜리가 보다 시

간성에 기반하며 멜랑콜리가 더욱 우울한 기억의 공간에서 강하게 작용

할 수 있다면, 노스탤지어의 감상과 경험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일으

킬 만한 ‘좋았던 기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탤지어는 오히려

감상자의 기억이 더 중요한 미적 개념이기도 하다.

서울의 서촌과 피맛골은 조선 시대의 정궁인 경복궁, 그리고 경복궁

뒤로 위치한 현재의 청와대를 사이에 두고 양 쪽에 위치한 마을과 골목

길인데, 이들 공간은 가히 노스탤지어로 표현할 만한 정서를 담고 있다.

조선의 정궁을 중심으로 한 서촌과 피맛골은 오랜 역사와 시간이 쌓여

있지만, 근대 이후 개발의 역사에서 특별한 기억들을 생성하게 되었다.

서촌은 청와대 주변의 마을로 개발 제한 및 고도 제한의 문제로 반강제

적으로 개발이 지연된 마을인데, 그와 같은 이유로 오늘날에는 마치

2-30년 전의 한국 마을의 모습과 골목길의 풍경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

이 되었다. 서촌의 토박이이며 서촌 풍경을 지은 설재우가 서촌에 대해

한 잡지사와 나눈 인터뷰는 본격적으로 제목을 ‘NOSTALGIA’로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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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서촌 전경

있기도 하다.43) 넓은 대로 주변은 오늘날의 입소문과 인기로 큰 상점들

이 들어서 있기도 하지만, 뒤편의 골목길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

많다. 통인시장 같은 재래시장도 노스탤지어를 강화하는 공간이다. 이전

의 시절이 그리운 이유는 편리한 현대 사회에서 상실된 것으로 회자되는

이전의 정겨움에 대한 향수일 것이다. 개발 시기 동안 존재하던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 민주화 시대의 험난함 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향수

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방문자들은 이전의 정겨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서촌을 경험한다. 우리는 당시의 정겨움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간의

편린을 통해 그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게 해 주는 서촌을 경험하며 노스

탤지어를 만난다.

헌트는 집단 기억에 기반을 둔 또 다른 노스탤지어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전의 철로 시설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떼

43) 최진주, “서촌 청년 설재우와 서촌을 걷다-NOSTALGIA,” 리빙센스, 2013.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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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Promenade P lantee

(Promenade Plantee)와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되는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이 그것이다.44)

바스티유(Bastille) 역과 파리 남동쪽을 연결하는 고가철로였던 프롬나

드 플랑떼45)는 2000년대에 완공되었는데, 공중으로 10m 높이에 떠 있는

4.5km의 이름 그대로 ‘식물이 가득한 산책로’ 이다. 파리의 프롬나드 플

랑떼가 이전 시대의 것 같은 벽돌 재료와 산책로 아래에 위치한 상가 등

의 구성을 통해 이미 도시를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산책로처럼 자리 잡았

다면, 뉴욕의 하이라인46)은 공중의 철로와 아래 공간으로의 이동, 건물

44) John Dixon Hunt, Historical Ground: The Role of History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pp.92-93.

45) 프롬나드 플랑떼(Promenade Plantee):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식물이 가득한 산책로’ 라는 의

미의 선형 고가 공원이다. 1859년부터 1969년까지 바스티유(Bastille) 역과 파리 남동쪽을 연결

하던 고가철로로 1980년대 후반 자크 베르절리(J. Vergely)가 공원으로 설계하였고 2000년 완

공되었다. 총 구간 4.5km, 높이 10m로 하부 아치공간은 건축가 베르제(P. Berger)에 의해 ‘비

아딕 레자르’(Viaduc des Arts)라는 예술 및 조각공예가의 작업 스튜디오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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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H igh Line

사이를 지나가는 철로와 그 위에서 볼 수 있는 뉴욕의 풍경으로 인해 더

욱 움직임이 많고 극적이다. 헌트는 이들 공간이 과거를 상기시킬 수 있

는 “공적 노스탤지어(public nostalgia)”를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47) 이들

공간에서의 노스탤지어는 이 공간의 기억을 지키고 이를 시민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물론 기억의 공간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기억을 간직한 공간

들은 도덕적 문제와 부딪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46) 하이라인(High Line):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선형 고가 공원. 본래 1930년대 맨하탄 웨스

트사이드 노선의 고가화물노선으로 이용되던 총 1.45 마일(2.33km) 구간의 고가 철로였으나

1950년대 이후 미국 화물 운송 성장으로 녹슨 폐허로 전락하였다. 1999년 인근 주민이던 조슈

아 데이비드(Joshua David)와 로버트 해먼드(Robert Hammond)가 이 철로를 살리기 위해 비

영리단체인 Friends of the High Line을 만들어 뉴욕 시장을 설득하였고, 이후 공원화계획이

발표되어, 2004년 Field Operations와 DS+R(Diller Scofidio+Renfro), Piet Oudolf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

47) John Dixon Hunt, Historical Ground: The Role of History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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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J ewish Museum in Berlin

20세기의 가장 잔혹한 기억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Holocaust)의 기억이

다.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홀로코스트 이후 이에 관한 것을 문학

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것에 위배된다는 점에 호

소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유럽권의 많은 작품들에서 홀로코스트

는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48)

특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미적인 것으

로 다룰 때에는 더욱 큰 도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적 태도를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굴욕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

하의 기억을 2차 대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기억으로 남겨 두기 위

해49)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평화공원을 설립한 것과 달리, 독일은 베를

48) Ian Buruma, The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London:
Jonathan Cap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4. 정용환 옮김, 아우슈비츠와 히
로시마: 독일인과 일본인의 전쟁 기억,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2, pp.105-106.

49) 위의 책, pp.120-127.



- 77 -

그림 Ⅳ-15.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린에 기념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를 가해자로 인식하며 피해자인 유태인

을 애도하고 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다윗의 별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지그재그 모양의 유태인 박물관(Jewish Museum

Berlin),50) 그리고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이 설계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51)은 히틀러와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였

던 기억, 특히 1940년부터 약 5년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름없이 죽

어간 수많은 유태인을 추모한다.

50) 유태인 박물관(Jewish Museum):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본래 베를린 장벽이 지나

던 자리로 2001년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설계하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을 기억하는 이 건물은 다윗의 별(Star of David)을 모티프로 하여 지그재그

패턴으로 변형된 모습이며, 이전에 쓰이던 법원 건물이 현재 부속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51)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 Denkmal fu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기념공원으로 1999년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이 설계하였고 2005년

완공되었다. 19,000㎡ 넓이의 부지에 2,711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놓여 있는데, 이 블록들은 2차

세계대전 중 특히 1940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생기며 죽어간 이름 없는 수많은 유태인의 무

덤이자 관을 상징한다.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둘러싸인 공간 끝에는 관련 역사적 내용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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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만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파도치는 듯 수없이 놓여있는 많

은 회색 콘크리트 블록은 이름 없이 죽어간 유대인의 무덤이자 관을 상

징한다고 하는데, 공간이 만들어내는 기억의 숙연함과 함께 방문자에게

환기되는 기억은 공간을 통해 이를 애도하며 반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

이는 가해자인 독일의 태도다. 이미 종식된 전쟁과 되돌릴 수 없는 유태

인과 전후의 상처는 치료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린 상처와 같다. 홀로코

스트와 같은 트라우마의 기억은 베를린 한 가운데에 있는 메모리얼을 통

해 장소와 경관에 담겨 방문자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슬픔과 애도 작

업을 반복하게 한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벌어진 상처에 대한 기억은

전쟁이 종식된 지 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거대한 사건의 기

억으로 반복되며 경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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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여러 건축물과 장소들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기억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설계 경향

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에는 다양한 원인

이 있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자들이 이 같은 장

소에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본론에서는 기

억을 간직한 공간이 장소와 경관이라는 기억의 매체를 통해 기억을 환기

시키고, 방문자들이 공간을 미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에 대하여 탐구하였

다.

미적 경험을 환기시키는 장소와 경관은 기억의 매체다. 내부적 기억

매체인 몸과 달리 장소와 경관은 외부적 기억 매체라 할 수 있으며, 이

들의 매체적 특성은 특정한 사건이나 과거의 기억을 몸이 아닌 공간에

저장한다는 것이다. 몸에서 공간으로의 기억의 전이는 미적 경험을 하는

방문자와 기억이 저장된 공간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낸다. 이

같은 점은 20세기 이후 일어난 트라우마를 일으킬만한 거대한 사건들의

기억이 장소와 경관에 저장될 때, 이를 미적인 것으로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능성이 된다. 즉 방문자는 기억의 공간과 자율적으로 물리

적인 거리를 조절하며, 특히 끔찍한 기억일수록 이에 의해 병적 트라우

마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이 기억을 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게 된다.

기억을 간직한 장소와 경관이 매체로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미적 경험

을 유발하는 방식을 이전 조경의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픽처레

스크 시대의 폐허와 산업 부지에 대한 숭고의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해석들이 장소의 물성을 통해 환기되는 미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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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소의 물성이 상상

력을 통해 시간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존의 해석은 장소성이나 장

소가 간직하는 기억에 대한 감상에 소홀하다. 그리고 장소의 물성을 통

해 특별한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적 경험에서 장소를 방문하는 방문자가 장소에 대해 가진 기억의 역할

은 주목받지 못했다. 방문자들은 개개인의 기억, 혹은 집단 기억을 가지

고 장소와 경관을 경험하기 때문에 미적 경험은 물성이 유발하는 감각에

감상자의 기억이 더해져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 물성이 공간의 감각적인 외관의 특성이라면, 이와 비교되는 시

간성의 개념을 통해 기억을 가진 장소와 경관을 통한 미적 경험을 설명

할 수 있다. 기억은 시간성을 환기시키는 매체이며, 이 때의 기억은 물성

이 감각을 자극하여 환기시키는 공간이 가진 기억, 그리고 방문자가 공

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기억으로 나뉜다. 방문자들은 공간이 가

진 시간의 켜를 상상력의 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오

늘날 기억을 간직한 공간들이 감상자에게 기억을 환기시킬 때, 기존의

아름다움의 감정과는 다른 미적 경험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상태인 비가역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숭고를 비롯

한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

연구는 기억을 가진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을 ‘기억’의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하여, 기존의 물성과 이를 통해 얻는 감각에 중심을 둔 경

관의 미적 경험 해석에 감상자의 기억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

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적인 경험 방식은 시간의 비가역성을 통

해 이전의 아름다운 공간과는 다른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등의 미

적 감정을 유발하게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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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 해석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억의 장소가 단순히 낡은 외관을 가진 모사품들처럼 생산되고

있다는 비판을 기억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낡아 보이는 외관이

기억을 가진 공간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경향에는 공간이

가진 기억과 공간을 향유하는 방문자들의 기억에 대한 고려 없는 물성에

대한 해석에 원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억을 가진 공간을

다루는 조경 설계가 장소의 기억과 방문자의 기억을 함께 고려하며 이

장소가 유발하게 될 시간성과 그에 의한 미적 경험을 생각한다면, 다양

하고 넓은 기억의 스펙트럼만큼 풍부하게 표현된 공간들은 우리의 기억

을 더듬어주며, 이를 감상하는 우리들은 과거의 기억의 잔여물처럼 남아

있는 공간들을 의미 있고 미적인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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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terpret aesthetically a trend in landscape

design, which is post-industrial parks that have left some industrial

structures such as abandoned factories and places that have special

memories such as the 9.11 memorial. This emerging place of memory

is not only partly attributed to the function which reminds visitors of

a memory of the place, or a tendency of landscape design that

regards a process of the site and site-specificity, but also to the

aesthetic preference and experience of memory and the aging

appearance. It considers how this place and the landscape of memory

raise the aesthetic experience of visitor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large parks and open spaces that

have some collective memories shared by a number of visitor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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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explains the aesthetic experience in the place and landscape of

memory as a medium of memory with the aesthetic notions of

sublime, nostalgia and melanchol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how the place and landscape of

memory functions as a medium of memory which enables visitors to

have an aesthetic experience. The place and landscape as an external

medium of memory, storing a special memory in another medium out

of body, has a realistic and physical distance. By this distance,

visitors are able to experience aesthetically the place and landscape of

a memory that is at risk of invoking trauma.

In landscape architectural history, there are ways to experience the

place and landscape of memory aesthetically. The two most

representative cases are ruins in 18c Romantic Picturesque and

post-industrial parks with a perspective of the sublime. The reason

for examining these places and aesthetics is that these interpretations

of the picturesque and sublime focus on the materiality of place, and

therefore are prone to neglect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memory in

place and landscape. These interpretations focusing on the materiality

of place lead to results which neglect the memory of a place, and do

not give attention to the role of visitors' memory even though the

memory of place is considered in the design process. The problem is

that the trend of designing an aging appearance draws the place

except for the memory and produces superficial copies. So there is a

need to contemplate a memory of place and visitors' memory when a

place of memory is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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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experience with memory might be interpreted as a notion

of temporality. The temporality is contrasted against a notion of

materiality, and temporality and materiality construct the aesthetic

experience in the place and landscape of memory. This temporal

experience is based on the irreversibility of time which is presented

by sublime, nostalgia and melanchol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s a framework for more

abundant interpretation by considering memory or temporality as well

as materiality in the place and landscape. It also reinterprets the place

of memory designed like a copy with an aging appearance in the

perspective of memory and temporality, and suggests a design

consideration of memory in place and visitors' memory in the design

process.

Keywords : Memory, Temporality, Landscape Aesthetics,

Sublime, Nostalgia, Melanc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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