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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정 혜 진
지도교수 김 광 현

 본 연구는 현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도시건축공간들이 단지 장소상실의 결과

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출

발하였다. 그리고 글로벌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건축공간인 공항건축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보편적 삶과 사회적 관계성이 공간적으로 드러난 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장소 개념에 대비되는  ‘비-장소’라는 개념으로 글로벌 시

대의 도시건축공간의 특수성을 설명한 마크 오제의 논의를 우선적인 분석의 틀로 

삼았다. 마크 오제의 ‘비-장소’ 개념은 이전 사회의 장소와 공동체를 이상화하

고 있는 ‘장소’ 개념으로 사고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도시건축공간들을 인류학

적 관점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에 건축학적 분석을 덧붙이기 위해 오

제가 주장한 현대의 보편적인 ‘비-장소의 공간들’을 중심으로 ‘비-장소’ 개

념이 건축적으로 공간화된 방식과 그 공간이 제공하는 경험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대표적인 이동성의 건축공간인 공항건축을 분석하여 현대

도시건축공간에 장소성과 혼재해있던 비-장소적 특성이 정제된 양상으로 집약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공항건축은 처음부터 도시의 거주 장소와 대비되

는 교외의 이벤트의 장소로서 출발하였고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 

로컬한 장소들을 연결하는 동시에 로컬에 속하지 않고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적 장

소로서 특징을 갖는다. 또한 현대의 국제허브공항건축은 이동성의 연속적 흐름을 

공간화한 건축시설로서 인프라스트럭처화와 흐름을 중재하는 매개기계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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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그리고 동선분산장치이자 탑승연결매개체로서 독특한 건축유형학의 특징을 

갖는다. 

공항건축공간은 기본적으로 ‘비행’의 절차를 처리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항건축이 통과이동과 순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공항건축의 건축적 공간화 과정이 이동성과 흐름을 어떻게 다루는 지를 핵심적인 

디자인요소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과이동과 순환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항건축공간은 우선적으로 교통인프라스트럭처의 도착점이자 결절점으로, 그리고 

건축이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는 특수한 형태로 확산되어 왔다. 이는 도시공간이 

철도나 도로 네트워크의 결절점이 되어가는 것 그에 따라 철도역과 같은 결절점들

이 흐름이 교차하고 혼합되는 거대한 실내공공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에 상응한다. 

또한 공항건축 내부공간은 지상교통에서 공중교통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교환하

기 위한 이행과 임시대기를 위한 흐름의 한 구간으로서 ‘흐름의 공간화’ 의 특징

을 갖는다. 공항건축의 주요 흐름은 비행의 절차와 교통수단흐름의 이행의 단계를 

따라 구성된다. 체크인과 보안검색 그리고 탑승대기 및 탑승이라는 3단계의 비행 

절차는 각각 공간적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형성된 3단계의 영역은 각각 흐름의 

혼합 및 교차, 흐름여과, 흐름분배라는 흐름의 시퀀스에 대응한다. 교통수단 또한 

3단계의 흐름의 영역을 갖는데 지상교통수단의 접근과 혼합이 일어나는 출발 콘코

스, 보행공간인 전반적인 터미널 내부 공간 그리고 탑승구까지의 보행을 보조하는 

보조교통기계가 결합한 피어로 구분된다. 

 이렇게 흐름의 공간화를 통해 구분된 영역의 시퀀스를 따라 공간적 경험과 사회

적 관계성이 단계적으로 상응하며 변화한다. 

흐름이 혼합되고 교차되는 공간에서 사용자는 차이와 이질성을 가진 존재에서 체

크인 절차를 통해 예비적 승객이라는 정체성으로 중성화된다. 흐름의 교차공간이자 

정체성을 중성화하는 공간으로서 출발 콘코스는 거대통합외피 즉 ‘새로운 피막’

을 가진 중성적인 대공간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내외부의 감각을 모호하게 만드

는 인공적 실내환경은 근대 초기 온실과 박람회 그리고 철도역과 같이 유사-자연

의 내부화, 유사-세계의 내부화된 전시, 교통기계의 쉘터 그리고 군중의 흐름이 

혼합되는 곳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공간과는 차이를 가진다. 출발콘코스 공

간은 train shed처럼 곡선형의 지붕이 매우 강조되는 형태를 가지며 구조통합적 

외피로 단일공간을 형성하는데 이는 train shed의 공간형식을 통해 ‘흐름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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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구현한 것이며, 구조통합적 외피가 형성하는 단일공간은 타자를 소거하고 

차이를 중성화하는 새로운 사회성을 드러내는 구조라는 점을 드러낸다. 

 보안검색절차는 이러한 혼합되며 중성화된 정체성의 흐름을 여과하여 공인된 승

객이라는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는 공간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기

계-스크린 장치의 흐름이 만드는 이행하는 기계-경계로 나타난다. 이 영역은 가장 

엄격하고 명시적인 제의적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의 배열과 흐름으로만 경

계성이 부여되고 공간적 구획이나 시선차단이 없는 흐름의 이행과 연속성을 형성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하는 경계의 영역성은 허브공항의 

글로벌 네트워크 상의 입지적 특성과 상동한 것으로 공항건축은 지리적인 측면에

서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적 측면에서도 경계 공간이자 이행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과 탑승대기라는 단독적 흐름으로 환원된 승객

들은 탑승구로 연결되는 긴 통로들과 보행보조용 교통기계들로 분배된다. 이 

영역의 출입권을 획득한 승객은 법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쇼핑할 자유와 세계

로 비행할 권리를 누리고, 이는 ‘비행’ 자체의 경험보다 더 여행자들을 매료시

킨다.  에어사이드에 속한 공항건축의 내부는 아케이드와 무빙워크 등 교통기

계 그리고 선형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피막 형식의 탑승라운지로 구분되는 공

간형식들의 복합으로 나타난다. 또한 쇼핑과 도시문화프로그램이 탑승대기시

간을 채우기 위해 복합되고, 장소・소비・여행・도시・세계의 이미지들이 신

화적 기호로서 나열되어 도시의 역사적 장소의 경험을 축약하고 추상화한다. 

 또한 흐름에 따른 공간적 체계와 그에 연동한 정체성의 변화는 공간과 사용자, 

개인과 타자 사이의 소통을 중재하는 각종 기호와 기술에 의해 매개된다. 공항건축

공간은 거대한 규모가 초래하는 방향상실과 복잡한 동선체계의 공간으로 흐름을 

지시하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미디어와 기호가 총체적인 공간환경

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호와의 시각적 소통을 통해 공간환경을 흐름의 풍

경 이미지로 경험하게 된다. 이는 공항건축공간의 경험양식이 시각화를 통한 추상

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장소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공항건축공간

에 존재하는 상징적 복합기호체계들은 사용자의 현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시간(역

사, 장소)과 사회적 관계를 추상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한다. 이는 역사적 장소 

혹은 도시프로그램을 재현하는 기호체계가 자체적으로 유사-도시가 되기 위한 방

법론으로서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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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석을 통해 공항건축에서 비-장소성은 흐름의 공간화가 낳은 특수한 

건축유형학의 공간적 전제 위에서 나타나는 특정 계약적 절차의 조직 그리고 이들 

공간 조직과 사용자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호와 기술의 지배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

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또한 공항건축의 비-장소성은 이동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건축유형학과 변화된 

공공적 경험을 생산하였다. 비-장소성의 경험은 ‘흐름의 공간화’를 특징으로 하

는 구체적인 공간 환경과 그 공간을 경험하는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

이 흐름 속에서 임시적으로 공존하며 기호적 풍경과 기술의 매개를 통해 소통하는 

이동성의 경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장소적 경험이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일

반화될수록 이들 경험을 매개하는 공적 공간의 구체적 형식과 공공성의 정의가 새

롭게 요구된다. 공항건축과 쇼핑몰과 같은 대표적인 비-장소의 건축공간들은 ‘제 

3의 장소(Third Space)’로서 다시금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국 비-장소

성의 핵심적인 특징인 ‘단독적 계약성’에 기반을 둔 개인들의 선택적 사회관계

로 구성되는 새로운 공공성을 표현하는 건축공간의 구체화가 현대도시건축의 핵심

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도시건축의 문제를 장소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의

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실제 공항건축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경험에 결부시켜 보다 

비-장소의 공간들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건축과 비-

장소의 관계를 정립하여 현대도시건축을 장소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틀을 구체

화시켰다. 공항건축이 비-장소를 사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화, 이동

성, 계약적 관계로만 출입가능한 공공공간, 기호와 기술이 지배하는 도시경관과 그 

경험 등 현대도시의 주요 문제들이 비-장소 개념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항건

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정제된 현실로 집약적으로 발현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공항건축을 통해, 장소의 가능성은 현재 우리 삶의 

조건을 지배하고 있는 비-장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비-장소성과 건축공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공항건축공간에 한정하여 진행하였지만 비-장소

성이 현대도시건축과 삶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건축의 다른 유형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1)

주요어 : 공항건축, 비-장소, 장소, 현대도시건축, 이동성, 선택적 공공성
학 번 : 2006-3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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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현대에 장소가 가능한가

 ‘현대에도 장소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오늘날 도시생활에 적절치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장소상실

(placelessness)을 주장하며 모더니즘의 도시경관의 황량함을 묘사하고, 마크 

오제(Marc Augé)는 비-장소(non-place)가 오늘날의 도시를 뒤덮고 있다고 

증언한다. 오제에 의하면 비-장소란 “어떠한 역사적 의미도 강력한 상징성

도 부족한, 단지 이동과 통행만을 위한 공간들이다. 만약 어떤 장소가 관계적

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정의된다면, 비-장소는 그렇게 

정의되지 않는 공간”1)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과 통행을 주 기능으로 

삼는 수많은 인공 환경에 둘러싸인 현대도시에서 역사적이거나 정체성을 가진 

‘장소’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톰 아베르메타(Tom 

Avermaete)의 지적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비-장소에서 비행

기나 기차 혹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소비된다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

여야 할 것인가?2)

장소가 역사적이고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면, 대부분의 일상을 비-장소에서 

보내야하는 현대인의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현대사회가 요구

하는 이동성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고 건설되는 건축과 도시공간이 단지 비

-장소일 뿐이라면 건축가는 무엇을 고민해야하는가? 

1) Marc Augé,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Verso(1995), p.77

2) Avermaete ED, Tom, ‘Introduction,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3 

elements of everyday life’,  Architectural Positions :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Amsterdam: SUN 2009, p.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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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존 라이크먼(John Rajchman)은 “장소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오늘날 

건축이나 철학의 장소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오늘날에야 가능한 

질문이라고 말한다.3) 전자정보 테크놀로지나 계획된 시뮬레이션, 게다가 과거

와 역사를 ‘박물관화’하는 경향으로 全지구를 뒤덮는 소비문화 덕분에 

‘장소’라는 개념이 완전히 변화해버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흐름의 가속화와 

시공간 압축의 지배가 심화되는 현대 도시의 현상들은 ‘장소’를 다시 정의

하지 않으면 급격히 파편화되어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근대적 생활과 모더니즘 건축이 세계 도시의 경관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들고 

이동과 기다림과 통행만을 위한 건조환경이 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향수적 개념에 기반한 ‘장소’가 사라진 듯이 보인

다. 그러나 장소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개인의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에서 비롯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험

과 기억이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단순히 ‘현대도시에서 장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하다. 

 장소란 공히 어떤 개인이나 그가 속해있는 공동체의 공통의 기억이 담긴 특

정 공간을 말한다. 인간답다는 말에는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 복잡한 측면이 곧 

장소4)라할 수 있다. 볼노(Otto Friedrich Bollnow)에 의하면 ‘떠남과 돌아

옴’이라는 일상적 체험공간에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반드시 그 기준점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그 ‘장

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소상실이나 비-장소 논의는 ‘세계에 대한 심

오하고 복잡한 경험적 측면’과 ‘기준점’의 상실이라는 점이 우리 실제 생

활에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사회학과 지리학에서는 이동성이 야기

하는 불확정성과 불안이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탐구

해오고 있다. 많은 논의들이 소비사회가 만들어낸 인공환경들-쇼핑몰, 테마파

크, 공항, 모텔 등-이 도시를 잠식해감에 따라 장소는 점차로 희박해지는 것

으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들어 이 분야의 학자들은 장소개념에 근본

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장소의 근본적 변화란 곧 새로운 인간본성

3) John Rajchman, ‘The ‘Place’ of Architecture in Philosophy’, Anyplace; Anyone 시
리즈 2(1994), 현대건축사, p.18

4)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2005),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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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을 시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5) 그러나 건축 분야에서는 이들 

비평적 입장과 달리 실제 사회의 요구조건들-소비사회와 이동성 등-을 기술

적이고 형태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 재현하는 경향이 우세하여, 현대인의 생

활무대인 건축공간에서의 ‘장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실증

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절대적인 기준점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주어진 적도 없었다6)는 점 또

한 늘 자명한 사실이며, 사라져가는 이전 시대의 현실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정상적 현실이 된다7)는 점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면 장소의 개념은 항상 불

변하는 고정된 시점에 대한 것이기 보다 인간의 생활세계의 조건에 따라 상대

적인 기준점에 의해 변동하는 것 또는 사라져가는 장소의 흔적 위에 새롭게 

장소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공간들이 단지 장소

상실의 결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

하는데서 시작한다. 기존의 장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대도시건축의 공

간들로부터 개념화한 용어인 마크 오제의 ‘비-장소’개념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공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장소로 불리는 건축공간에서의 경험이 현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라는 논의를 탐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장소’의 대표적인 공

간으로 거론되는 ‘공항건축’을 대상으로 이동성과 흐름의 건축공간에서의 

장소감(비-장소적 경험)이란 어떤 것이며, 이것이 현대도시공간의 일상에 어

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비-장소의 대표적 

공간인 공항건축을 통해 ‘비-장소성’이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탐구

하고 비-장소의 공간에서의 경험이 초래하는 사회적 관계성이 현대의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글로벌화와 이동성의 증가라는 조건이 이전까지의 국가라는 확고한 경계개념에 기반한 사회학과 

지리학(더 나아가 확고한 경계로 나뉘어져 있던 학제까지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한 많은 학문적 성과들이 존재한다. 근대를 견고함이 아닌 액체의 유동성으로 파악하고 근

대성 자체를 현대성으로 연장시켜 재구성하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국가에 기반

한 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의문시하면서 사회는 견고한 것이 아니라 ‘유동체’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 어리John Urry, 이동성라는 현대적 조건이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아 도시

를 대상으로 탐구하고 있는 마루타 하지메丸田一와 요시하라 나오키吉原直樹 등이 대표적이다. 

6) Otto Friedrich Bollnow,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2011), p.72

7)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1999),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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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왜 공항인가

1880년경부터 1차 대전 발발까지, 일련의 기술과 문화의 전면적인 변화로 인해 시
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독특한 사고방식이 형성되었다. 전화·무선전신·엑
스레이·영화·자전거·자동차·비행기 등의 기술혁신이 이러한 전환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의식의 흐름 기법, 심리 분석, 큐비즘, 상대성 이론 등의 독자적 문화 
발전은 직접적으로 의식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삶과 사고의 차원에 
변화를 가져왔다.8)

 지난 세기가 철도나 자동차도로에 의한 연속적인 선적 연결공간과 기계들의 

연쇄로 구성되는 아날로그적 기술의 특징에 연관되어 있었다면, 현 세기는 명

백하게 디지털 기술의 파편화된 네트워크적 특성 그리고 항공기술에 의한 비

가시적인 점적 연결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행은 땅과 중력에서 자유로

워지는 진보와 열망의 실현이었고, 항해와 비행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무엇

보다 필요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기완결적인 폐

쇄공간으로 나타났다. 열차나 자동차와 같이 땅에 기반한 이동수단과 달리 비

행기는 배와 마찬가지로 일단 항해를 시작하면 완벽히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채로 부력과 양력이라는 유체역학적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열차가 자연의 질

적 차원에 대한 촉각적 경험을 소멸하고 파노라마적 시각성을 발달시켰다면 

비행기는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이미지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흐름에 

내맡겨져 있지만 외부와의 관계가 없는 내부만을 가진 공간이며, 그 공간에 

속한 개인들을 묶어줄 “커뮤니티가 없는 접촉을 제공하는 교외”와 같은 장

소, 즉 비-장소이며 그것이 바로 현대의 특징을 가시화하고 있다.9)10) 그리고 

8) Stephen Kern,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 1880-191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1-2

9) “비행기는 필수적인 건물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도시건축의 일부분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와 유사한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상업비행기들은 1930년대 모더니즘운동의 일부이다. 루이스 설리

반의 격언-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이 하늘에서보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라는 

Anthony D. King의 언급은 당대의 기술-비행기-이 예술적 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

준다., Anthony D. King, ‘Airplane’, S. Pile and N. Thrift. (eds), City A-Z: Urban 
Fragments, Routledge, London(2000), p.7

10) 교외의 비-장소성에 대해서는 마루타 하지메(丸田一)의 저작을 참고할 것. 그는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상실(placelessness)을 비장소성으로 설명한다. 그는 렐프가 제안한 장소상실의 표출형태 중에

서도 테마파크적인 ‘장소의 별세계지향성’을 중심으로 ‘장소의 균질성과 표준화’가 진행되었

으며 이는 ‘비양식성, 즉 인간적 스케일과 질서가 결여된’ 교외화라고 본다. 마루타 하지메(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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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커뮤니티가 없는 접촉’은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이동교

통수단의 속도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이동교통수단의 발명은 더 이상 개인과 공동체를 특정

한 위치와 영역에 묶어 놓지 않고도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열었다. 대도시에 

사는 현대인은 ‘땅’으로 경험되는 자신만의 출신지를 갖기가 힘들어졌으며 

사물도 자신의 생산지와 분리되어 상품으로 도시에 진열된다. 교통공간의 확

산은 기존 도시 조직을 절단하고, 도시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단지 움직임만이 

관찰되는 경관을 만들어 내었다. 도시의 확산과 소통 기술의 발달은 상보적으

로 서로를 촉진하였으며 개인의 사회적 삶은 근접성에 기반한 공동체에 의존

하기보다 “현재라는 시간의 순간적이고 강렬한 동질적 감각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타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이는”, 네트워크 멤버쉽으로 변모하

고 있다.11) 글로벌화와 그로 인한 국경의 약화는 이러한 관계의 흐름을 점차

로 복수화하며 가속하고 있으며 기술은 이러한 가속화 과정을 촉진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항은 이러한 ‘네트워크 멤버쉽’이라는 현대의 사회적 관

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또한 본격적인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

가와 공동체의 경계가 약화되었다는 개념은 공항과 비행의 경험을 통해 직접

적으로 드러난다. 세계는 국가가 아닌 도시를 중심으로 마치 전자기계를 통하

지 않고는 인식할 수 없는 항로와 같이 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으며 공동체의 

상호작용 또한 그러한 네트워크로 대체되고 있다.12) 이는 곧 탈경계-탈영역

화의 과정이며, 중심과 뿌리에 기반한 고정적 영토를 가진 장소의 개념은 현

대를 사고하는 데에 적절치 못한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영역성과 공동체적 일체성에 기반한 장소 개념의 수정을 촉구하

는 것이지 ‘장소’ 자체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의 장소개

념은 개인과 공동체가 영토의 경계 내에 묶여있었다면, 이동성의 심화로 인해 

경계가 약화되고 이질적인 것들이 경계를 침투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에 대해 ‘비-장소’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 장소를 재구성해야할 필요

田一), 박화리·윤상현 역, ‘장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 심산(2011)

11)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2012), p. 81

12) Manuel Castells, The Internet Galaxy, Oxford University Press/ 박행웅 역, 인터넷갤럭
시, 한울아카데미(2004)를 참고.



- 6 -

그림 1-1 흐름을 위해 조직된 
공간, CDG Airport

그림 1-2 글로벌 허브 네트워크, Photo By Caroline Cook

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는 글로벌화가 초래한 경계성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국가나 사회와 같은 영역의 메타포로는 현 시대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제는 유동체(fluids)의 메타포로 세계를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 시대의 메타포는 곧 ‘글로벌한 유동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경계를 횡단하고 정비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을 수반”하고 새

로운 유동체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기술들-컴퓨터 네트워크, 인공위성, 신용카

드, 팩스, 휴대전화, 전자증권거래소, 고속철도, 가상현실기술 등-이 서로 복

잡하게 결합되어 하이브리드적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13) 어리는 단순히 

사회적 네트워크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 속에 있지만 네트워크 그 자체가 

공간이며, 공간적인 동시에 시간”인 네트워크를 개념화한다.14) 그리고 더 이

상 영역적이지 않은 온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나면 네트워크의 노드, 즉 

“흐름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서로 이어진 결절점(node)로서의 스케이프

(scape)”가 중요해지며 이는 “항공 네트워크로 말하면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인접해있다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허브공항” 같은 것이다.15) 즉, 공

항이란 세계의 네트워크 속의 결절점이며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재구성하는 

주요 스케이프인 것이다. 따라서 공항을 통해 글로벌화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적 속성, 즉 현대를 구성하는 공간적 차원을 밝힐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할 

13)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2012), p. 64

14) John Urry(2012), p. 66

15) 어리는 그러한 스케이프로 ‘교통운송기관, 전선과 케이블, 휴대전화의 마이크로파 채널, 라디오

와 위성, 인터넷 광케이블’을 예로 제시한다. John Urry(2012),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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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공항이 그 자체의 거대한 크기와 자족적

인 복합성과 완결성 그리고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비-장소의 대표적인 공

간으로 거론된다는 점이다. 

 마크 오제에 따르면 공항은 정체성이나 역사에 관련되지 않고, 이동과 순환

만이 발생하며, 기술이 지배하는 공간이며 비-장소이다. 

철도역이 기존 도시 내에 자리잡고 도시의 광장이나 길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

에 비해 공항은 처음부터 비행을 위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벌판에 자리 

잡았다. 또한 발생 당시부터 비행기 개발과 실험을 위한 비행장으로부터 생겨

난 것이었으며 그 특수성과 높은 비용 때문에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비행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가 아닌 ‘비행의 스펙타클

(spectacle)’과 진보적 미래에 대한 선전이라는 목적으로 에어쇼를 통해 대중

에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공항은 실질적으로 비행에 참여하는 대중적 승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펙타클을 위한 관람석으로서 제공되었다. 그리고 대중교통

으로 자리잡은 이후에는 급증하는 항공여행의 수요로 인해 유례없이 거대한 

단일건축물로 성장하면서 건축을 형성하는 원리, 비행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사람들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항공기

술에 의존하는 기술적 합리성의 공간이 되었다. 또 공항은 보안검색을 통해 

국적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이 증명된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허용하는 공간이며 

개인은 이 공간과 계약적 관계를 맺는다.16) 그리고 이 공간에 속한 개인들은 

단지 공간의 출입권이라는 일시적이고 계약적 정체성만을 공유한 채 잠시 스

쳐가는 익명적 접촉 관계만을 맺게 된다.17)

 이러한 공항의 특성은 분명 비-장소로서의 공항을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항은 현대사회를 유동체로,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해하는 

16) 마크 오제는 비-장소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오직 계약적 관계일 뿐이라고 진술한다. 이는 테마파

크나 쇼핑몰 혹은 커피숍이 일정 요금을 통해 이용자를 제한하는 ‘사유화된 공공공간’으로 이해

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비-장소에서 개인은 소비자 혹은 승객의 신분으로 그 공간과 계약관

계를 맺는다.

17) 이는 공항을 방문자로서 경험하는 방문객, 여행자, 쇼핑객 등에 국한된 것이다. 공항에 상주하는 

거주자들의 경우, 그들의 일터로서 공항은 전혀 다른 장소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는 여행자들의 공간으로서‘비-장소’적 경험에 국한하여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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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중요한 공간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비-장소는 단지 장소상실의 

결과 혹은 장소의 대립항이 아니라 동시대 삶의 단면을 구성하는 현실로서 의

미가 있으며 이는 ‘현대인의 장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대의 장소를 사고하기 위한 개념적 용어로서 

‘비-장소’대표적인 공간인 공항으로부터 출발한다. 

철도역이 19세기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항 역시 20세기의 

성전이라고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나 이론의 측면에서 공항건축은 철저

히 무시되어왔다.18)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현대의 공항건축은 한 사람의 건축가 혹은 건축그룹에 의해서 설계되

기가 어렵다. 공항은 단지 건축으로만 구성되는 시설이 아니며 비행장과 비행

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구성된다. 공항이 다루는 비행기술과 공항에 연결된 교

통인프라, 그리고 국가 간 여행을 관리하는 방식 등이 초래하는 고도의 복잡

성은 공항을 단일 건축물 혹은 건축물의 집합이 아닌 거대한 비행프로세스의 

체계로 만들었다. 둘째로 공항건축 특히 여객터미널은 끊임없이 변경되고 확

장한다. 급증하는 비행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각 공항의 터미널들은 지속적으

로 확장을 거듭해왔다. 또한 항공산업과 쇼핑의 지형에 따라 터미널 내부 공

간 또한 계속 변화한다. 셋째, 공항은 공항건축 고유의 건축적 혹은 유형적 

특성을 갖지 못했다. 철도역이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새 빌딩 타입 중 하나

로서 엔지니어링의 위업, 인간의 움직임의 스케일, 기능의 복합성의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없었던 것에 비해 같은 시기 공항은 단지 작고 임시적인 헛간 혹

은 비행기만을 위한 격납고를 가졌을 뿐이다.19) 공항이 철도역과 같은 기념비

적인 교통시설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제트기의 등장과 항공산업규제철폐 

이후 대중적 교통수단이 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비행을 다루는 시설’로

서의 기념비성은 출현과 동시에 공항이 처리해야할 프로세스의 기술적 합리성

에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20) 

18) “As our cathedrals are witness to the past, so the airport, like the motorway will be 

witness to the present.”, ‘The Airport, Witness to the 20
th
 Century,’ Architecture 

Formes et Fonctions 12 (1965-1966), p.42

19) Brian Edwards, The Modern Station; New approaches to railway architeccture, E & 

FN SPON(1997), p.15

20) 에로 사리넨은 같은 시기에 ‘비행’의 메타포와 효율적 프로세서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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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유로 공항은 예술적 건축으로서보다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건설로서 

인식되었다. 또한 근대가 전체성에 기반한 건축유형으로서 사회적 시설들을 

형성했던 것과 달리 현대의 조건들은 이들의 견고한 원리와 그에 따른 경계들

을 침투하며 약화시킨다. 공항건축을 하나의 견고한 빌딩타입으로, 혹은 어느 

고정된 시점에 동결된 통합적 유형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야말로 이동성과 

불안정성에 기반한 현대의 유동적 측면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제 허브공항의 경쟁 추이가 심화되면서 공항

은 투어리즘과 산업이 결합하는 거대복합체로서 도시와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기술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면서 도시와 대등하게 

경합하는 유사도시로서 공항은 현대의 지배적인 건조환경으로 나타나는 비-

장소의 집결체가 된 것이다. 

 따라서 공항건축이 현대의 대표적 교통시설로서 비-장소의 건축적인 특성과 

구체적인 경험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장에서는 우선 ‘장소’ 개념을 공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소에 관한 논

의를 살펴보고 이들 논의가 갖는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간과 장소를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차원에서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들인 이-푸 투안과 노베르크 슐츠 그리고 에드워드 렐프의 저술을 중심

으로 기존 장소 논의가 가진 ‘뿌리내림’과 ‘정지’의 개념으로는 현대의 

이동성이 지배하는 공간을 기반으로 장소를 사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힌

다. 뿌리와 고정성에 기반한 장소 해석은 근대로부터 가중된 이동성의 문제에 

대해 반동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그의 저서 『공간과 장소』에서 인간의 신체가 

형의 공항건축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효율적 프로세서로서의 기술적 측면이 이후 공항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10 -

갖고 있는 공간감과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정위와 경험이 장소를 만든다고 주

장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신체가 공간과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을 체계화하려

고 시도한다.21) 

노베르크 슐츠(C. Norberg-Schultz)는 그의 저서 『실존, 공간, 건축』을 

통해 건축의 전체성을 결정하는 공간적 개념을 탐구한다. 그는 건축적 공간은 

인간이 환경에 대해 갖는 태도 혹은 지향성이 구체화되는 것이며, 그것은 인

간의 보편적인 정위, 즉 ‘세계 내 존재(In-der Welt-sein)’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고 주장한다.22)23)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그의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을 통해 생

활세계로서의 장소를 현상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관찰한다. 그의 연구 목적은 

장소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을 확인하고 장소 경험과 개념의 범위를 보여주

기 위하여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장소에는 심

리학적 애착이 있고 그에 따라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s)이 형성되

며 이러한 장소감이 장소와 경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24)25) 

 이들은 공간을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장소는 이러한 공간에서 상대적

이고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장소를 멈춤과 공

동체 그리고 중심과 뿌리내림이라는 것으로 동결시키기 때문인데 이는 극도의 

이동성으로 인해 재편되는 현대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동성의 지배하

는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 장소와 공간의 일체성은 분리되고 또한 장소와 공동

체 간의 유대도 깨어졌다. 

21) Yi-Fu Tuan,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Sixth Printing(2008)

22) C.Norberg-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6판(2002)

23)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중심개념이다. 현존재가 갖는 본질적인 구조로서 세계에 대한 현존재의 관

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4) Edward Relph,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2005);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1976)

25) 렐프는 『장소와 장소상실』에서 장소성(placeness),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s), 장소감

(sense of place) 등을 명확히 정의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 경험

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장소 경험의 기본적 측면...이며 장소간의 차이나 동일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근본적인 행위’이다. 장소감은 ‘방향감각과 같

은 단순한 인지에서부터, 다양한 장소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능력, 인간 실존과 개인적 정체성의 

초석으로 장소와 심오한 연관을 맺는 것에 이르는...대단히 넓은 인식의 범위를 갖는’ 것이다. 장

소성이라는 단어는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 렐프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장소감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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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존 장소 논의는 ‘장소상실’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재의 상황과 

경험에 과거의 공간을 일치시키려는 반동적 태도로 나타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장소상실’의 감각을 정교하게 세분화한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는 감

각과 경험의 층위에 놓고, 장소상실은 공간과 공간이미지(경관)로 대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상실의 근거가 되는 공간과 공간이미지는 과거의 것에 천착

하고 있다. 물론 근대적 이동성이 가세하기 이전에는, 인식과 감각의 경험으

로서의 장소(개별적인 것이 곧 공동체적이었던)와 물리적 공간으로서 장소가 

견고한 경계를 가진 같은 영역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동성의 심화로, 경험

으로서 장소와 공간의 일치가 깨어지고, 경험 또한 개별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으로 분리된다. 물리적 공간 혹은 건축공간은 장소와의 일체성(뿌리내림)과 

일체성의 내용(지속적 시간과 견고한 경계를 가진 영역)을 상실하게 된다. 

즉, 상실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지속되어온 공동체적 삶과 장소와의 일체성이

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비-장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동성의 증가와 

가속화 그리고 시공간 압축이 가져온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동성 기술의 등장은 땅과 지역을 절단하고 도시와 삶의 범위를 확장시켜 이

전 시대의 삶이 가졌던 근접성을 상실케 하였다. 그러나 절단된 것들과 멀리 

있던 것들을 다시 연결하여 다른 차원의 근접성-원격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원인

이 되었다. 또한 지역의 해체와 광역화 그리고 광역의 지역화가 다시 형성되

는 과정은 도시의 물리적 범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범위에서 공동체를 어떻

게 재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물리적으로, 철도기술과 철도역은 도시와 지역을 직접 절단하고 연결하며 도

시 내부의 새로운 결절점으로 변모하였고, 자동차 기술은 도로 네트워크를 따

라 어디든 국지적으로 연결되어갔다. 이들 기술에 의한 영역 확장은 도시의 

확장과 교외화를 낳았으며 도시적 삶의 양식을 실어 날랐다. 항공기술은 땅의 

제한을 벗어나 궁극적으로 글로벌화의 원인이자 수단이 되었으며, 공항은 도

시 외곽에 다른 도시적 맥락에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 놓였으며, 비행 경험 자

체도 도시의 삶과 동떨어진 임시적 이벤트로부터 형성되었다. 

전혀 맥락이 없는 백지로부터 건설되었고, 철도나 자동차의 이동성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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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 도시를 배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항은 ‘교외’와도 같지만, 교외

도시처럼 처음부터 도시의 삶을 이식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벤트와 스펙타

클의 특수한 장소로 등장하였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삶의 경험적 측면으로도 

공항은 도시의 외부로부터 나타났다. 

 이제 구체적으로 마크 오제가 주장한 ‘비-장소’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

할 것이다. 비-장소는 흐름만을 위한 현대의 공간-고속도로, 공항, 쇼핑몰, 

호텔-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초현대(supermodernity) 즉, 모더니티의 연장선

상에 있지만 모더니티의 어떤 측면을 뛰어넘는 현대의 측면을 드러내는 용어

이다. 이에 대해서 마크 오제의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를 중심으로 비-장소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26) 오제가 주장하는 ‘비-장소’의 공간들은 ‘현재성에 기반을 둔 단독

의 계약적 정체성’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곳이다. 

오제의 ‘현재성’-순간적 시간이나 즉시성을 뜻하는 -이 지배하는 비-장소

라는 개념은 공간의 저항과 대상의 물질성 그리고 움직임이 만들어낸 이미지

들조차 즉각적인 현재만을 제시하는 압도적으로 동질적인 공간 아래로 용해되

어버리는 공간을 말한다. 비-장소가 시간에 대비하여 측정된다는 오제의 언

술은 공간적 특질보다는 비-장소에 제시된 이미지들이 중재하는 여행자의 기

억과 지각에 입각한 것인데, 이는 과거의 이미지와 미래의 이미지가 모두 현

재 비-장소에서 그 이미지들을 기호로서 대하고 있는 여행자 자신의 현재로 

용해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각이 단지 여행카탈로그와 장

소를 이미지화하는 여행정보지들과의 관계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가 비-장소 공간이라는 물질적 환경 위에 놓일 때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27) 마크 오제가 현대의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이 갖고 있는 속성을 발굴하는 데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그러한 경험적 

속성을 제공하는 공간의 물적 구성요소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비-장소성’

에 기반을 두거나 혹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특정 공간형식이 존재한

26) Marc Augé,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Verso(1995)

27) 오제 자신은 비-장소적인 공간들을 공항‧호텔 등 전체로, 그리고 그 공간의 기능과 사용방식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소와 비-장소가 인류학자가 장소를 사고한 방식으로 관찰되는 

것이라는 마크 오제의 전제 하에서 보면 역사적 장소가 그렇듯이 비-장소 또한 공간이 제공하는 

환경의 분위기와 물질성에 근거하여 비-장소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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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본 연구는 공항건축 공간의 특정한 공간형식이 비-

장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장소적 경험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비-장

소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3장에서는 비-장소 개념에 건축학적 분석을 덧붙이기 위해 ‘비-장소의 공

간들’에 해당하는 현대도시건축시설을 중심으로 ‘비-장소’ 개념이 건축적

으로 공간화된 방식과 그 공간이 제공하는 경험을 구체화하였다. 

4장에서는 우선적으로 3장을 통해 살펴본 비-장소의 공간적 특징을 공항건축

의 성립과정과 결부하여 ‘흐름의 공간화’로 개념화한다. 

현재의 국제 허브 공항이 성립되기까지 공항은 장소적·건축적 측면에서 도시

의 이동성 시설과는 다소 구별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공항은 현대의 

조건을 심화시킨 이동성의 시설이면서 일상에 대립하는 여행의 공간이면서 소

비의 공간이다. 

초기 공항은 에어쇼를 위한 관람 및 전망대의 요구 그리고 격납고라는 기능적 

요구에 의해 지어졌고 임시적 성격이 강했다. 전간기 공항은 전쟁과 국가적 

이벤트를 위한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공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

적으로 상업비행이 시작되면서 대중적인 요구에 의한 터미널 건설이 본격화되

면서 이전의 임시건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다. 

 1950년대 말 점보제트기의 출현과 1978년 항공산업규제철폐 이후 공항은 

진정한 상업대중시설이 되면서 대형화되고 복합화된다. 또한 특정 국가 혹은 

도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지점이 되면서 국제 허브 공항은 글로

벌시스템의 중추적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이동+여행+소비 의 측면이 결합하며 비-장소의 특징을 드러내는 공

항은 1980년대 이후 국제 허브 공항으로 한정한다. 또 마크 오제의 저서의 

출간 시기가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던 1995년이었다는 점, 그가 비-장소의 

경험으로 제시하는 공항에서의 경험 또한 국제 허브공항에서의 경험이라는 점

을 고려하였다. 또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국가의 영토적 경계와 국가의 상

징성을 도시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옮겨놓고, 또한 그러한 대표성이 있는 중심

으로서의 공항(공항도시)을 단지 포털로 다룬다. 이것이 글로벌화의 네트워크

적 공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경로와 네트워크의 구조체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비-장소적인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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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격적으로 2장에서 정리한 마크 오제의 ‘비-장소’개념에 비추어 

공항건축공간에서 그러한 특질이 어떻게 형성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동과 순환만이 지배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흐름이 교차하고 혼합되며 결국 비행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공간적으로 

수용한 흐름의 조직으로 나타난다. 이들 흐름의 절차를 조직하는 과정은 다양

한 교통수단의 채널만큼이나 다양한 정체성들의 혼합이 결국 비행기의 승객이

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것과 동조한다. 그런 점에서 공항건축 디자

인은 탑승절차의 흐름을 운영방식과 함께 동선시스템으로 정립하는 것을 핵심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동선을 따라 운영상 절차를 통과하며 공항을 방

문한 여행객들은 ‘승객과 소비자’라는 단독적이고 계약적인 정체성을 획득

하여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이는 

떠나온 국가나 방문하게 될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사이-공간과 사이-정체성

을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장소의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현

재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제조해내는 모든 과정에서 기호(word와 text)의 중

재가 있다는 점이다. 공항은 그 광대한 크기와 동선의 복잡성으로 인해 방향

상실을 일으키는 공간이다. 기호들은 출발과 도착의 시퀀스를 안내하고, 그 

공간에 속해있는 내용과 정보를 알려준다. 

결국 흐름의 조직으로 구성된 공간과 그 절차가 직조해내는 계약적 정체성 그

리고 이들 사이를 중재한 기호들의 상호작용이 비-장소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공항건축공간이 조직하고 있는 ‘흐름의 혼합과 

교차(출발 콘코스)➞흐름의 여과(CIQ/보안검색구역)➞흐름의 분배’라는 흐름

의 시퀀스를 따라 각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과 공간과 기호들이 만들어내

는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비-장소의 건축공간에서 비-장소적 특성이 

나타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자의 공항건축공간에 대한 경험

양식과 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비-장소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4장의 목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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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선행 연구

 공항건축을 다룬 건축학의 이론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니콜라스 펩스너가 그의 저서 『A History of Building Types』의 교통시

설 중 철도역 챕터에 단 한 문장으로 다루는데, 어디까지나 철도역 이라는 교

통시설의 하위항목으로 잠깐 언급할 뿐이다. 

2004년 발간된 Hugh Pearman의 『Airport : A Century of 

Architecture』가 공항을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변천

사를 상세히 기술한 거의 유일한 건축분야의 저술이다.28)

공항건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리학과 사회학 그리고 예술문화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항건축을 문화사적으로 다룬 문헌은 Alastair Gordon의 『Naked 

Airport: A Cultural History of the World’s Most Revolutionary 

Structure』와 David Pascoe의 『Airspaces』 그리고 Janna Eggebeen의 

박사논문 『Airport Age: Architecture and Modernity in America』가 

있다.

Alastair Gordon은 공항건축을 당대 사회문화적 측면과 연결하여 시대의 문

화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서술한다. 공항건축의 시대별 변천과정이 

잘 드러나 있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사회상과의 연결과 문화적 

해석이 탁월하여 건축사적으로 유용하다.

David Pascoe는 공항이 모더니티를 드러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측면이 그동안 상세히 다뤄진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역사 속의 장소

로서 공항의 지형’을 구성하려고 하였다고 밝힌다. 그는 공중(airspace)을 

모더니티의 경계적 영역으로 제시하고 문학과 영화 그리고 공항건축을 함께 

제시하며 모더니티의 특성을 묘사한다. 공항과 공중의 특성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공항건축의 실례들을 배치하였다.

Janna Eggebeen은 모더니티를 궁극적으로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공항을 제

시하고 미국 공항건축을 대상으로 우편엽서에 나타난 공항의 사회문화적 이미

28) Hugh Pearman은 The Sunday Times의 건축비평가이자 영국왕립건축가협회지 RIBA 

Journal의 편집자이다.



- 16 -

지를 분석한다. 미국의 모더니티가 공항건축을 통해 종합되었다고 보는 관점

으로 서술되었다. 

건축 분야에서 공항을 다룬 국내 논문은 공항의 유형, 실내디자인 경향, 국제

설계기준에 기반한 계획적 요소 분석으로 한정되어 있고, 공항건축에 대한 역

사나 비평적 측면의 논문은 아직 없다. 

양동양, 최문현, 최주영, 김세용의 ‘세계 주요공항의 유형에 관한 연

구’(1993)-공항의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활주로와 터미널의 레이아웃, 터미

널과 차량동선의 관계, 건물유형(선형, 피어형, 위성형 등)에 따른 분류 등으

로 나누었다.

최병오의 석사논문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최근 국제공항 디자인 경향-그

린, 유니버설, 문화디자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2001)는 ACRP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항디자인요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항 디자인의 방

향을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디자인’개념과 하위 항목으로 ‘환

경친화성, 사용자지향성, 문화조형성’으로 제안. 인천, 상하이 푸동, 홍콩챕

랍콕, 쿠알라룸푸르, 손디카, 밴쿠버, 덴버, 간사이 국제공항을 위에 제시한 

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박정근의 ‘공항 여객터미널 평면구성 영향요소에 관한 연구’(2008)는 CIQ 

운영 시스템에 따라 여객터미널 평면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석하고 각 구

성별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박정근의 ‘공항 여객터미널 여객동선체계에 관한 연구’(2010)는 인천, 홍

콩챕랍콕, 간사이 공항을 대상으로 여객터미널 동선체계의 효율적 기준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정근, 김형준의 ‘공항 건축계획에 적용된 여객터미널 규모산정 기준에 관

한 연구-1990년 이후 국내 신공항을 중심으로-’(2009)는 공항계획의 효율

성 측면에서 적정 규모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기존 설계기준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신공항에 적용한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준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조남석, 이정만의 ‘공항 여객터미널의 동선과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는 인

천, 김포, 제주, 나리타, 창이 공항을 중심으로 여객터미널의 동선도를 그리

고 방향전환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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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나 비-장소를 다루는 사회학과 지리학의 문헌들은 그것의 특성이 나타나

는 공간으로 테마파크, 호텔, 고속도로, 쇼핑몰, 공항 등을 지목하지만, 구체

적으로 그 건축공간의 어떤 특질이 비-장소적 경험을 뒷받침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학자 마크 오제(Marc Augé)는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1995)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도시건축

공간들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관찰한 결과로 비-장소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공

항을 대표적인 공간으로 꼽는다.

이동성의 사회학을 전개하고 있는 존 어리(John Urry)는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공항

건축을 여행의 사회학적 특성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특성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이동성의 장소로 제시한다. 

이희상의 「(비-)장소로서 도시 기계 공간-대구 지하철 공간의 기호적 재현

에 대한 해석-」(2009)29)은 마크 오제가 제시한 비-장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기호를 중심으로 국지적 이동성의 공간인 지하철 역사의 기호체계를 

공간・시간・장소의 의미로 해석한다. 비-장소의 특질로 이동성의 공간을 탐

구하여 장소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로서 본 연구의 출발점과 유사한 지

점을 갖는다.

양차미(2012), 「비장소로서의 도시카페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는 카페를 

중심으로 비장소 이용자의 공간인식과 공간실천을 문화기술지 방법론으로 연

구하였다. 카페공간 이용자의 공간인식과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기

술하여 비-장소 공간에서의 경험과 행동양식을 구체화하였다.

정헌목(2013), 「전통적인 장소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

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는 전통적인 장소로 여겨지지 않

았던 곳들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 대해 마크 오

제가 ‘비-장소’로 명명하여 집중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오제의 논의

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고찰하여 인류학적 장소는 아니지만 현재의 삶에 중요

한 지점들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함의를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29) 이희상, ‘(비-)장소로서 도시 기계 공간-대구 지하철 공간의 지호적 재현에 대한 해석-’,,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2009, 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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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현대의 장소 문제 현대 이동성의 건축시설 : 공항

2장 비-장소의 필요성 비-장소의 성립조건

이동성의 영향 이동경험의 확산 로컬화와 글로벌화

비-장소의 공간 : 이동순환의 공간

현대도시
건축공간

장소 공간

장소
상실

인류학적
장소

3장 현대도시건축시설을 통한 비-장소의 구체화

단독적 계약성 현재적 시간성 대리적 소통성

4장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비-장소성

흐름의 혼합 흐름의 여과 흐름의 분배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공간의 사용자
미디어 피막 신체

의 공공적 경험의 변화

비-장소의 공간환경
현대적 이동성과 기술의 반영
새로운 건축유형(airportness)

계약관계/기호소통

정체성부여5장

출발 콘코스 →          CIQ         →          탑승피어

인프라스트럭처의
내부화

중성적 피막

정체성의 중성화

단독적 계약성

기계-이행 경계 도시프로그램의
축약과 복합화

경험의 기호화

새로운 공공경험

근접성상실과 원격성
이동성의 지각과 경험

공간적 경계 해체
일시적 경험의 보편화

경계/네트워크로서 장소
글로벌화의 현대도시

비-장소의 경험

허브 공항
-분산장치로서
복합적건물유형
-흐름의 공간화

인프라스트럭처化 인공 유사-내부도시

통과이동의 공간 순환이동의 공간

관계의 추상성/
계약성

경험적 층위

사적 공간성의
도시화

기호적 소통성

도로의 확장

캐노피 건축

기계-이행 경계

이동공간의 실내화

상품-기호의 배열

선택적 공공공간

공간적 층위 : 흐름의 시퀀스

인공적
교외도시

이동성의
장소

경험적 층위

흐름 이미지

그림 1-3 연구 흐름도

1.4.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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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비-장소

2.1. 비-장소의 필요성

2.1.1. 장소론의 한계

 장소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공통적인 정의는 “장소란 의미있는 곳”이라는 

것이다.1) ‘의미있는 곳’으로서 장소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은 존 애그뉴

(John A. Agnew)에 의하면 ‘위치(location), 로케일(locale), 장소감(sense 

of place)’이다.2)

모든 장소는 객관적인 좌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기와 저

기’를 나누는 것이며 ‘어디’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배’와 같은 장

소는 위치가 계속 변하지만 그 안에 속한 선원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장소이

다. 애그뉴는 그렇게 사회적 관계를 위한 물질적 배경이 되는 장소의 특성을 

‘로케일’이라고 정의한다. 즉 장소는 위치를 갖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품

고 있으며 물질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또 그러한 장소는 개인과 공동체의 특

수한 상황과 역사에 따라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 즉 ‘장소감’을 불러일

으킨다. 따라서 장소란 ‘인간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을 갖고 사회적 관

계를 맺는 물질적 배경이자 구체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소가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

견3)이 없지만, 그러한 장소의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적

1) Tim Cresswell, 심승희 역,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 ; Place :a short introduction, 시

그마프레스(2004), p. 9

2) John A. Agnew, Place and Politics :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Allen and Unwin, Boston(1987)

3) 여기서 구체적 위치란 장소가 때에 따라 갖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고정된 위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은 현상학적 장소개념에 의해 수정되었다. ‘장소와 장소상실’을 저술한 에

드워드 렐프는 하이데거의 사고를 발전시켜 고정된 위치로서의 장소 개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20 -

인 요소의 양상과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그보다는 장소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공간에 대비

하여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지리학자 팀 크레스웰(Tim Cresswell)은 “장소와 장소 사이에는 공간이 있

다”고 하면서 공간-장소의 상대성을 통해 장소의 경계를 공간이라는 대립적

이고 상대적인 항의 개념적 관계로 설명하는 공간-장소의 이원론이 1970년

대 이래로 인문지리학에서 빠르게 확산되어왔다고 말한다.4)5) 

대표적으로 이-푸 투안(Yi-Fu Tuan)은 “장소는 안전이며, 공간은 자유”

라고 말한다.6) 그는 개인이 경험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목적적으로 계획할 

때,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이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

양한 지역과 부족의 공간 인식과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험과 시공

간의 상호관계야말로 ‘장소’의 기본 요소임을 주장한다. 우리의 신체는 공

간 속에서 살고, 그 공간과 나의 의식적이고 감각적인 친밀함에 의해 장소가 

생겨난다. 

즉, 추상적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는 것이다.7) 

따라서 공간과 장소는 서로 상호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투안에게 장소는 

렐프는 철학자 수잔 랑거Susanne Langer를 인용하는데 랑거는 “자꾸 위치를 바꾸더라도 배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장소이다...집시의 아영지가 비록 지리적으로 인디언 야영지가 있는 곳에 자리

잡더라도 인디언 야영지와는 다른 장소이다.”라고 말한다.,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장소
와 장소상실, 논형(2005)을 참고.

4) Tim Cresswell, op.cit., p. 12

5) “공간과 장소의 개념은 각자의 개념 정의를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장소의 안정성과 

안정성 덕분에 공간의 개방성, 자유, 위협을 알게 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Yi-Fu Tuan,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Sixth Printing(2008), p.6

6) Yi-Fu Tuan, op. cit., p.3

7)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는 정치적 위험성도 존재한다. 근대란 무엇보다 특정 주체가 특정 목적을 위

해 시공간을 계획했던 시대였고 그것이 다양성과 타자 나아가 주체까지도 소외시켰다는 비판은 이

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투안의 한계는 그 주체를 그저 주관적 개인의 신체로 단순화하여 환원시

켰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분석의 대상(경험의 주체로 상정된)을 주로 근대사가 배제해온 타자들

(원시부족들, 식민지들)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난점을 피해가는 듯이 보이지만, 오히려 타자의 경

험이 정식화되는 위험을 갖고 있다. 투안의 경우처럼 계획된 공간이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의한 

친숙함의 정도에 따라 ‘장소’가 된다고 단순히 도식화할 때, 그 공간의 계획이 미리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게 되며, 또 그 친숙함이 자발적인지 강요된 것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도 밝히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한계는 공간생산론적 접근(앙리 르페브르)과 실천적 

접근(미셀 드 세르토)에 의해 부분적으로 극복된다. 근본적인 이분법적 한계는 이후 살펴볼 이동성

과 글로벌화에 의해 수정된 장소개념에서 비로소 제고된다.



- 21 -

안정(stability)과 안전(security)이며, 공간은 개방·자유·위협이다. 또 공간

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며 장소는 그 움직임이 멈추는 곳이다. 따라서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

.”8) 투안은 특히 광활한 공간이 장소로 인식되려면 공간적 능력(운동감각적 

능력)과 공간적 지식(인지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간적 능력이 공

간적 지식에 선행하며, 지식은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공간에서의 분주한 움

직임은 결국 ‘익숙함’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성취

되고 나면(장소를 획득하면) 더 이상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 없어짐을 뜻한다. 

결국 장소란 인간 존재가 공간에 특정 위치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의미를 부

여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푸 투안은 이러한 공간 내의 입지를 차지하는 장소와 분명

한 공간을 갖지 않고도 ‘장소’를 떠오르게 하는 ‘장소경험’에 대해 실증

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공간적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장소를 묘사할 수

는 있다.” 고 하며 유아들은 부모를 장소로 인식한다는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투안은 인간 그 자체가 장소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장소

를 장소로 만드는 경험에는 반드시 인간 사이의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투안은 ‘건축 공간’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어떤 사회에서 건물은 전통

을 전수하고 실재를 보여주는 텍스트이며, 문자가 없는 사회의 사람들에게 집

은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의식(ritual)의 장소이며 경제 활동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건물의 상징이 사회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생

활 속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것이다.9) 

이 주장은 건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하나의 인식적 상징체계로 작동하고 있

으며 그것이 장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자가 없는 

전통적 사회’에서 대개 사회적·경제적·종교적 생활형태가 질서정연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며, 근대사회의 공간조직은 사회적 위계

에 따라 배열되기는 하지만 결코 종교적이지 않으며 경제 상태와도 반드시 일

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세계관을 표현할 수 없다고 단언

8) Yi-Fu Tuan, op. cit., p.124

9) Yi-Fu Tuan, op. cit., p.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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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건축공간은 사회·경제·종교가 통합된 세계와 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보편적이고 개념적인 공간과 달리 

이미 하나의 언어로서 성립된 건축공간은 반드시 통합적인 단일체로서의 세계

를 상징해야한다. 그에 따라 근대사회를 이루는 분절들은 세계 자체를 파편화

하기 때문에 [건축공간=통합된 세계=장소]라는 등식은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된다. 

그런데 이-푸 투안이 건축적 공간이 사회적 체계를 ‘가르친다’는 점을 들

어 장소의 속성을 설명한 것과 같이 공간조직의 위계에 따라 발생하는 사

회적 관계와 체계를 규명하려는 공간생산론적 접근이 대두함에 따라 ‘사

회적 공간’과 장소와의 관계가 모호해졌다.10) 사회적 공간이란 개념은 많

은 면에서 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1)

도시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을 두 부류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추상적

이고 절대적인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의미가 풍부한 사회적 공간이

다. 르페브르의 명제는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것이다.12) 그렇게 되

면 공간은 자연적이거나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체계(혹은 권력체

계)에 의해 특정한 의미가 발생하는 곳이 된다.13) 그에 따르면 중세의 봉건적 

생산양식이 낳는 사회적 공간은 ‘절대적 공간’이며, 근대자본주의에 상응하

는 공간은 ‘추상적 공간’이다. 이 추상적 공간은 “마치 자본이 모든 생산

물을 상품화하듯이, 모든 것에서 형식적·양적인 차이를 제거하며, 사용자의 

침묵을 강제”한다. 르페브르는 모든 것을 동질화시켜버리는 추상적 공간을 

반대하고, ‘차이의 공간’을 주장한다.14) 

10) 공간생산론적 접근은 시공간이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규정되

고 생산된다고 보는 입장이며, 대표적인 학자로 도시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와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를 들 수 있다. 

11) Henri Lefebvr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12) Henri Lefebvre, op. cit.

13)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로 선험적인 것이며, 인식 범주로부터 초월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를 통해 시공간이 개인을 규정짓는 전제조건

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분리해버

림으로 선험의 영역인 시공간을 사회적 맥락에서 다루거나 개인과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의미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었다. 

14) “사회적 공간은 사물과 다른 사물 사이에 있거나, 생산과 다른 생산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

다: 그보다 사물과 다른 사물, 생산과 다른 생산의 공존과 동시성-연관된 질서 혹은 연관된 

무질서- 안에서, 생산된 사물을 포함하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에워싼다.”라는 르페브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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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적 관계와 특정 사회의 의미가 공간조직에 새겨지고 그것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가 사회관계를 가르치고 의미가 새겨지는 곳이라는 점에 빗대어 보면 사

회적 공간과 장소의 관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푸 투안의 장소 개념은 사회관계-건축공간(생산된 공간)이 

일체화된 상태에서만 올바른 ‘장소’가 발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간생

산론적 접근에서는 사회관계가 자체적으로 분절을 가지고 있고, 건축공간은 

그렇게 분절된 파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파편 내에서는 여전

히 사회관계=생산된 공간의 일체화된 관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공간생산론적 관점은 근대사회의 분절을 드러내고, 각각의 부분이 드

러내는 사회적 의미와 생산된 공간의 일체화된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유

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소-공간의 관계를 상호적이지만 구분되는 관계로 보는 이분법

적 관점에 의해 대부분 공간을 의미없는 영역으로, 장소를 ‘의미있는 곳’으

로 이해해왔다.15) 즉, 공간은 ‘의미’를 통해 비로소 장소가 되고, 의미는 

경험과 시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의 명확한 개

념화 혹은 장소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공간’ 개념과 대립시켜온 일련의 

시도들은 공간에 부재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장소를 부각시켜왔지만 동시

에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과 겹쳐지면서 장소와 공간의 관계 오히

려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소는 물질적인 세계로서 공간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것

이다. 움직임과 멈춤, 경계의 구축, 의미의 형성이라는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의 장소는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인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간에서의 경험이 ‘의미화’작용을 거쳐 장소가 되는 것이다. 

술은, 주체-대상(타자)이 갖는 이분법적 공간이 아닌 사물과 생산이 동시적으로 교차하는 

‘차이의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

15) 이-푸 투안은 장소-공간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라고 말한다. 투안은 공간에서의 움직임

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신체나 기억으로 기입될 때 장소를 갖게 된다고 보았는데 공간-장소

의 관계의 매개항으로 ‘움직임’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이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경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그는 움직임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반복으로 인해 

이미 구획으로서 새겨진 정지상태의 궤적에 대해서만 논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장소는 서

로 상호적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각각의 경계는 명확하며 양자는 서로에게 타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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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문제는 그 ‘의미’를 누가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리고 장소와 공

간(건축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실존적 장소에 중심을 둔 장소 논의는 주로 원시부족의 취락지나 고대·중

세 도시건축을 대상으로 공간적 차원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장소로서 기능하는

가를 다뤄왔다. 또 공간생산론적 접근은 공간의 위계와 배열이 드러내는 사회

적 함의를 정치적으로 다루는데 치중하여 그 공간의 실질적인 경험자인 개인

과 그들의 실천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일례로 이-푸 투안은 개인의 경험에

서 발생하는 의미를 말하지만, 그 관점이 남성으로 주체화되어 있다.16) 또한 

공간생산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미’를 말하지만 의미의 생

산자는 사회에 속한 대다수가 아닌, 사회 자체를 구성하는 지배자로 상정된

다. 따라서 두 입장은 서로를 보완하지만, ‘의미’의 주체 개념 내부에 존재

하는 분절과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 

구체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한 의미화작용이 장소라고 볼 때, 경험의 주체가 

갖는 다양성과 공간의 개별적 특질을 모두 고려하는 변수로 본다면, 장소를 

만드는 ‘의미화’도 공간과 경험 모두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즉 장소라는 개념은 공간, 경험 그리고 공간과 경험의 연동을 통

한 의미화라는 관계 작용의 수많은 변수에 의해 변동할 수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 소자(Edward W. Soja)는 실존적 개인과 사회적 주체 그리고 공

간성을 결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 사회이론은 

역사주의에 사로잡혀 ‘공간성’을 무시해왔다. 그는 “사회적 존재는 명백하

게 역사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맥락화를 통해 공간과 시간 속에 능동적으로 

위치한다.”고 하며 역사주의가 삭제한 ‘공간성’은 다름 아닌 역사주의라는 

메타서사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존재(being)의 공간성임을 주장한다.17) 

16) 대표적으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남성중심적 ‘집’에 대한 사고를 거부한다. “집이란 ‘여

성이 억압받는 중심 장소’라고 주장하는 백인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집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찬미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집이 궁극적인 장소감을 부여한다는 인본주의 지리

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해야할 이유도 없다.”는 질리언 로즈(Gillian Rose,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Polity, Cambridge, 1993)를 참고할 

것.

17) Edward Soja, 이무용 외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Postmodern Geographies), 시각과 언어

(199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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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장소를 형성하는 경험의 의미화 작용의 주체를 실존적 개인과 보편적

인 의미를 획득한 사회적 존재라는 두 층위로 나누면서 양자 모두 포섭하여 

주체 내 분절을 봉합하고, 공간성을 실존적이며 사회적인 개인마다 부여함으

로써 공간생산론이 공간과 의미의 결합을 추상적 전체로서 다뤄왔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공간성(spatiality)과 시간성(temporality) 그리고 사회적 존재(social 

being)가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추상적인 차원을 이루고 있다.”

고 하면서 소자는 공간성이야말로 사회생활 그 자체의 ‘구현’이자 매개라

고 주장한다.18) 

공간성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의 성질을 말하며 그것은 “물리적 공간

(physical space)과 인지와 재현의 정신적 공간(mental space)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각각은 공간성의 사회적 구성에 이용되고 통합되기는 하지만 그와 

동등하게 개념화될 수는 없다.”19) 

또 그는 물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 정신적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간성

을 구성하며 공간성은 “존재론적으로 변형과정의 산물로 존재하지만 항상 물

질적 삶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변형될 수 있고”, 결코 고정된 산물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공간성의 동학(動學)’은 이 세 가지 성질들 간의 작용과 

그에 의한 변형을 가능하도록 하지만 기존의 공간생산론적 논의들은 불투명성

과 투명성의 환상을 가지고 공간을 대해왔기 때문에 실천적 변형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20) 따라서 공간성의 분리를 극복하고 실천

적 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존재의 실존적 공간성’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

다. 이런 맥락에서 소자는 존재를 장소에 위치 짓게 만드는 것이 실존적 공간

성이라고 말한다. 또 그러한 장소는 “수평적 경험에 고유한 ‘단락’, 즉 수

18) Edward Soja, op. cit., p.38

19) Edward Soja, op. cit., p.157

20) 소자는 ‘공간화된 존재론’을 추구한다고 자신의 연구목적을 밝힌다. 공간의 환상은 이를 저

해해왔는데 하나는 불투명성의 환상 다른 하나는 투명성의 환상이다. 전자는 공간적 근시안

으로 경험주의의 감각기반적 지각, 기하학적 추상, 사회생물학적 기계유물론 등이 대표적이며 

공간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외관으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말한다. 후자는 실존을 사물로서

가 아닌 관념idea으로 천명한 라이프니츠에 의해 촉진된 경향으로, 사회적 공간을 인지와 정

신의 고안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공간적 원시안에 해당하며 실재에 대한 ‘이미지’가 실재

의 만질 수 있는 실체와 외관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소자는 구체적 공간성으로 이

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기존 공간성 유지와 급진적 변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실천적 

장으로 공간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Edward Soja(1997), op. cit., p.160~168



- 26 -

직적-시간적 삶의 궤적 위에서 공간성을 밀고 당김” 으로부터 발생한다

는 것이다. 소자가 비판한 것은 사회학에서의 공간생산론이 가진 보편성

으로의 환원이라는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를 존재의 실존적 공간성 즉 

장소와 공간성에 연결되는 장소실천의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

다. 그리고 기존의 장소 개념이나 공간생산론이 간과해온 구체적인 물질

성과 그 물질적 사물 혹은 공간에 대한 실천의 차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장소논의에서 공간적 차원의 분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장소는 개인이 세계 내에 위치를 정하고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리

적 차원이 없이 단지 관념만으로 ‘장소’가 다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푸 투안은 ‘건축 공간’을 통해 감정을 각인하고 인식을 형성하는 요소

의 물리적 차원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그는 모든 공간적 차원을 인식하고 형성하는 것은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숨김과 드러냄, 수직과 수평, 부피와 무게, 내부의 광대함, 빛 

등의 설계 속성” 은 신체의 기본적인 인지영역이지만 ‘건축 공간’이 그 속

성을 명확하게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건축이 “기술의 도움으로 새로운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그리고 지금까

지 시도된 적 없는 규모로 과거의 형태를 재생함으로써 인간의 공간의식

을 확장시킨다” 고 말한다.21) 건축은 문자가 없었던 전통사회의 교재였으

며 종교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이었다. 종교적 상징으로서 고딕성당과 같은 

건물은 중세적 우주를 표현하는 수직적 구조로서 나타났고, 특정 사회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에 대한 관계의 표현은 내부와 외부, 숨김과 드러

냄으로 나타난다. 건축 공간을 통해 모호한 정서와 관념은 객관적 이미지

로 표현되고 공통의 가치로 각인된다. 뿐만 아니라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이 건축의 벽면 자체가 텍스트로서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는 

미디어가 되기도 한다. 

이-푸 투안은 언어가 인간의 감정을 가다듬고 지속시키듯이, “건조 환경이 

감수성을 정의하고 다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물이 없다면 공간에 

대한 정서는 덧없이 흩어질 것” 이라고 말한다.22) 또 무엇보다 건축물은 

21) Yi-Fu Tuan, op. cit., p.189

22) Yi-Fu Tuan,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윤(1995),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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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이-푸 투안의 인간신체와 시공간의 
공간적 관계성

내부와 외부, 숨김과 드러냄, 사적생활과 공적공간에 대한 정서적 기분의 

차이를 강화하며,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가르친다.23)

그것은 직립한 인간의 신체가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의 전후좌우에 

대한 감각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간 조직은 신체와 다른 신체 혹

은 세계와의 관계를 지시한다. 수직은 높고 낮음 혹은 성취와 질서를 의미하

고 중심은 높은 것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푸 투안은 근대 자본주의 도시의 균질성과 광대함이 신체의 공간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근대의 경제도시는 전방과 후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즉 그것은 행렬용 도로
나 의식을 위한 관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도시의 경계는 종종 임의
적이다...경계는...뚜렷한 특징이 없는 표지판으로 구분된다......어떤 근대도시가 전
방과 후방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러한 인상은 건축적 상징에서 비롯
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의 방향과 양에서 비롯된 것이다.24)

이런 관점에서 주요 장소는 반드시 의식적인 입구와 출구를 가지고 있으며 입

구와 출구, 그리고 중간지점을 향한 움직임은 공간적 통합, 장소적 의식을 고

취하기 위해 그것들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푸 투안에 의하면 ‘건축 공간’은 의식적 출입구와 경계를 통한 

내부와 외부의 관계 설정, 수직과 수평의 구조, 부피와 무게의 표현, 내부의 

광대함, 빛 등을 통해 인간 신체의 공간

에 대한 인식 즉 장소감을 객관화하고 강

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논의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 사람은 노베르크 슐츠(C. 

Norberg-Schultz)이다. 슐츠는 그의 저서 

『실존·공간·건축』을 통해 건축공간과 

실존적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는 근대

적 공간의 인식적 측면-계량가능하고 수학

23) Yi-Fu Tuan(1995), op. cit., p.169

24) Yi-Fu Tuan, op. cit.,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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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공간의 요소
장소 통로 영역

중심/결절점 방향/축선 통로가 분할한 구역/지역
지리적 단계 추상적 지역

풍경의 단계 영역의 지배

도시적 단계 통로의 지배; 결절점과 근접성

주거 장소의 지배; 내부성과 폐합성

기물 가구와 실용기물; 주거의 거점

 참조임 1장 시작표 1-1 노베르크 슐츠의 실존적 공간의 요소와 다섯 단계
적인 등질체계로서의 공간-만으로는 일상생활과 공간의 관계를 서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경험적 차원을 동원하여 보완할 

것을 주장한다. 보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과 구별하여 ‘건축적 공간’은 이 

실존적 개인의 의미작용이 가해지는 곳이다.25) 

즉, 건축적 공간은 실존적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실존적 공간은 장소・통로・영역이라는 定位의 기본 쉐마(schema)로 구성되

며 이들 요소는 지리적 단계・풍경의 단계・도시적 단계・주거・기물의 5단

계로 나타난다. 장소와 통로의 관계는 기본적인 이분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것

은 중심성(centralization)과 장축성(longitudinality) 사이의 긴장을 말한

다.26) 특히 통로의 체계는“인간이 갖는 운동의 가능성, 즉 자신의 세계가 갖

는 범위”를 나타내며 지형적 조건과 함께 다양한 밀도의 체험을 만들어낸다. 

밀도가 높은 영역은 형태적으로 체험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정된 경계가 없

이도 장소가 되는 반면 밀도가 낮은 영역은 보다 중립적인 地를 한정시킨다. 

그리고 건축적 공간의 영역은 내부로서 나타난다. 그는 “장소에는 명백한 한

계　또는 경계선이 필요”하며 장소는 ‘내부’로서 체험되는 것이라고 말한

다.27) 

그에 의하면 장소로 체험되는 건축적 공간의 ‘내부’는 중심성과 연속적 경

계·방향성·개구부·지표적 요소 등 1차적 요소와, 비례, 텍스추어, 색채, 

조명 등 2차적 요소로 구성되며, 가구나 벽난로와 같이 행위를 구성하는 

‘기물’도 중요하다. 

25) 슐츠는 아동심리학자 Jean Piaget의 ‘동화(同化)’ 개념을 통해 유기체와 3차원의 공간세계는 

쉐마(schema)에 의해 매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물을 행위의 패턴과 통합시키

는 것이며 환경으로부터의 영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수정해나가는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C.Norberg-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6판(2002), p.12를 

참고

26) C.Norberg-Schulz, op. cit., p.53

27) Ibid.,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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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축적 공간은 이들 장소・통로・영역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하

나의 場으로서, 통합된 전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슐츠는 각각의 단계가 완전

히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존적 공간을 구체화하는 건축적 공간의 과

제임을 주장하며 근대 환경이 이토록 단조로워진 것은 각각의 단계가 개별적 

동일성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단계가 공허하게 과장되거나 위축된 일종의 번안

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어떻게 서로 다른 여러 단계의 場을 통합하고 ‘복잡한 전

체’(difficult whole)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건축의 근본적인 질

문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건축적 단계마다 나타나는 다른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 단계들이 각각 

명확한 동일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둘째로 그러한 동일성이 위상기하학적인 단순한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황이 가진 역동적 측면을 만족시키는 적당

한 기량(capacity)을 갖춘 하나의 체계에 도달하는 것” 에 있다.28) 즉, 공

간구조가 내용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통합적 체계가 가진 동일성 내의 분

절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푸 투안과 노베르크 슐츠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소감은 건축이라는 물질화 과정(공간성)을 거쳐 객관화된다.
2. 이러한 건축공간을 만드는 물질화 과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Ÿ 내부와 외부의 경계설정
Ÿ 수직과 수평의 구조
Ÿ 부피와 무게; Mass and Solid
Ÿ 광대한 공간; Void 
Ÿ 빛; light and air
3. 장소는 내부의 경험이며, 건축공간의 내부는 분절화의 정도에 따라 장
소감을 형성한다. 그러한 내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Ÿ 중심성과 연속적 경계

28) C.Norberg-Schulz, op. cit.,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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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방향성과 개구부
Ÿ 지표적 요소
Ÿ 비례
Ÿ Texture와 색채
Ÿ 조명
Ÿ 기물
4.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층위는 통합된 전체가 되어야 한다.

즉, 장소의 공간성은 외부와의 의식적 경계를 통해 구분된 ‘내부의 경험’과 

그 내부가 ‘중심성’을 가지며, ‘통합된 전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 둘의 주장을 통해 장소에는 공간을 장소로 만드

는 ‘장소감’이 존재하며 건축은 그것을 물질적 공간으로 실재화하는 역할

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감(sense of place)’ 혹은 ‘장소

성(placeness)’을 보다 정교하게 구체화하여 어떤 도시건축경관이 우리에게 

장소의 경험을 제공하는가를 밝힌 바 있다.

 렐프는 그의 저서 『Place and Placelessness』에서 장소의 본질과 장소의 

정체성 그리고 장소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장소의 본

질은 위치에서 오는 것도, 장소가 수행하는 사소한 기능에서 오는 것도, 장소

를 점유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오는 것도,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위치, 기능, 공동체, 경험 등은 모두 장소를 구성하는 일반

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원한 중심으로 정의

하는 무의식적 의도성”이야말로 장소의 본질이라는 것이다.29)  따라서 장소

는 사물이나 사건들의 집합이 일어나는 배경이나 맥락 혹은 상황 그 자체로도 

의도가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슐츠와 달리 이-푸 투안과 렐프는 장소를 어떤 공간적 통합체의 

구성요소로서만 대하기보다 ‘장소’ 자체가 의도성(intentionality)을 가지

는 속성으로 정의내린다. 렐프는 장소의 정체성이나 장소감이라는 두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 그것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30) 정의하기보다 장소의 

29)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2005),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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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들과 장소감을 이루는 경험들을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

으로 에드워드 렐프에 의하면 장소는 장소 정체성(identity of place), 장소

감(sense of place), 그리고 장소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장소성(placeness)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우선 장소 정

체성의 개념은 ‘장소·사람·행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장소의 특수성

과 일반성을 분리하기보다 연계되어있음을 강조하는 접근법이자 장소경험의 

기본이며,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근본적 행위이다. 

장소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들은 ‘물리적 환경-인간의 활동-의미’이며 의

미에는 의도(intention)와 경험의 속성이 포함되고 각 요소는 환원불가능하

다. 이들은 분리할 수 없이 얽혀있지만 일련의 변증법 구조로 얽혀 정체성을 

이룬다. 여기에 정체성을 감싸는 다른 것이 존재하는데 장소의 혼(genius 

loci) 혹은 장소감(sense of place), 장소성(placeness)을 말한다.

즉, 장소성은 ‘정체성의 속성’이며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변증법의 다

양한 결과를 포함하고 그것을 통해 개별성이나 고유성을 가지지만, 정체성의 

극단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속성(혹은 혼이나 정

신)으로 보고 있다. 정체성 자체는 특수성이나 일반성으로 분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정체성과 경험을 둘러싸는 장소감이나 장소성의 단계에서, 각 

장소는 개별성과 고유성 그리고 차이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장

소감(sense of place)31)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이한 장소와 장소의 정체성

을 구분해내는 능력’에서부터 ‘다양한 장소 정체성에 공감하는 능력’ 그

리고 ‘장소와 심오한 연관을 맺는 것’에 이르는 대단히 범위가 넓은 개념

이다. 이러한 장소감은 진정성 있는 것(authentic)과 진정성 없는 것

(inauthentic)의 성격으로 구분되고 이는 장소를 경험하는 태도와 장소를 

만드는 태도를 포함한다. 

30) 홍성희 외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저널 검색 사이트 분석 결과 ‘sense of place’가 검색된 

논문이 1,078편인 반면 ‘placeness’는 5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sense of place’를 장

소감(지각적)과 장소정신(장소 특성)을 포괄하는 ‘장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다. 또 렐프 자신도 ‘placeness’와 ‘place’가 영어에서 의미차이가 거의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한다., 홍성희 외, ‘환경계획·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3(1), 

2011, p.26

31) 렐프는 장소감(sense of place)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방향 감각과 같은 단순한 인지에서부

터, 다양한 장소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능력, 인간의 실존과 개인적 정체성의 초석으로서 장소와 

심오한 연관을 맺는 것에 이르기까지, 장소감이란 인식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장소와 장소상
실, 논형, 2005,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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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정체성의 내부성 장소정체성의 외부성

행동적 내부성

장소 내에서의 육체적 개입

부수적 외부성

다른 활동을 위한 
배경으로서의 장소

사물·관점·활동의 
집합으로서 장소를 인식.
물리적 경계와 외관을 
명확히 인식(looking)

범국가적 단체에 소속된 
과학자나 비행기 승무원, 트럭 

운전수들이 일하거나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경험

감정이입적 
내부성

감성적 참여

객관적 외부성

개념이나 입지로서의 장소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들을 만나고 

이해하는(seeing)32) 
감정적 과정

장소로부터 감성을 
분리시키고 이성적 효율성의 

원리로 
장소를 재조직

실존적 내부성
장소에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것

실존적 외부성

모든 장소로부터의 소외, 
망상적 활동의 배경

대리적 내부성

미디어를 통한 장소경험
자각적인 무관심, 

돌아갈 집의 상실, 비현실적 
세계감과 소속감의 상실

특정 장소에 대한 묘사와 
내가 알고 있는 장소에서의 
경험과 일치할 때 명확해짐.

 참조임 2장 시작표 2-2 E. Relph의 장소정체성의 내부성과 외부성

그런데 렐프는 장소감과 장소성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렐프의 구분

을 따르면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 경험의 전제이고, 장소감은 정체성과 장소경

험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33) 렐프가 밝히고 있듯이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장소 개념을 명료하게 밝힐 수 없다” 는 것과 “모든 형식적 지리

학 지식의 전제가 되는 세계에 대한 직접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장소개념이 탐

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라는 세계와 경험의 변증법적 총체는 엄밀

한 용어로 구분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장소감과 장소성의 용어 구분은 이

석환·황기원(1997)의 연구가 유용하다.34) 이들은 장소성의 기반을 인간과 

소환경(setting)의 상호 관계로 보며 “장소성은 장소정신(genuis loci)과 장

32) “‘Looking’과 ‘seeing’의 구분(예를 들어 행동적 내부성과 감정이입적 내부성의 구분)은 

Adolf Portmann(1959)과 Paul Shepard(1967)의 것을 따른다. 이 구분이 과학과 예술의 구분 

같은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즉, ‘seeing’은 에술가뿐 아니라 과학자에게도 중요한 것이

다. ‘looking’은 단순히 표준화되고 제도적인 과학이나 겉만 번지르르하고 상업화된 에술의 특

징인 피상적인 관찰 형태이다.”, Edward Relph(2005), op. cit., p.126

33) 에드워드 렐프는 현상학적 영향 하에서, 장소의 본질은 인간의 행위와 의도에 있다고 하면서, 후

설의 ‘지향성’(intentionality) 개념을 받아들인다. 에드문드 후설은 “대상의 지향적 내재에 관

하여 지향적 대상과 지향적 작용은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향적 체험에 불과하다고 하였

다. 그리고 지향적 체험의 분석 ·작용에 있어 대상으로의 지향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현상학의 

중심과제라고 하였다.”, 렐프는 이 같은 배경에서 장소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지향적 경험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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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sense of place)의 변증법적 생산물” 이라고 본다. 장소정신은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이 이루어진 것이 집단적 국면으로 나타나 시간적 지속성

을 갖는 것” 이며 장소감은 “인간의 소환경에 대한 의식적 앎” 인데 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따라서 장소성은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장소감과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장소정

신의 변증법적 생산물이 된다.  

따라서 장소의 본질은 “장소를 공간上에서 서로 분리시키고,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의미로 이루어진 독특한 체계” 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再정의

하면서, 이러한 체계는 ‘내부’의 경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내부성은 장소의 공간적 요소로서의 내부가 아닌 경험적이고 심정적인 

내부성을 의미한다. <표2-2>를 보면 내부성은 한 장소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

하고 자신이 육체적·감정적으로 거기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장소’에 자신이 ‘속해있다’는 일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

해 외부성은 장소 자체가 공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뚜렷한 경계가 포착되지 

않고, 개인도 육체적·심정적으로 외부자로서 그 장소에 속해있지 않을 때를 

말한다. 

즉, 내부성은 장소가 공간적으로도 명확한 경계가 있는 내부를 형성하며 개인

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외부성은 공간적 경계나 정위도 흔들

리고 개인의 소속감도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실존적 내부성은 이전 시대의 신화적이고 일체적인 고대의 장소에 관한 

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내부감으로 장소에 소속되고 장소와 자신의 정체성이 

동일시된다. 따라서 장소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상 집없음

(homeless)’인 것이며 이는 실존적 외부성에 연결된다.35) 따라서 실존적 내

부성과 실존적 외부성은 장소통합적 자아와 그 외 모든 타자에 관한 관념이므

로 근대 이후의 뿌리뽑힘(unrooted)의 경험에 포함되기 어렵다.36)

조하고 “장소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지향의 구조에 통합된다”고 정리한다., 지

향성 [志向性], http://www.doopedia.co.kr/ (두산백과)를 참조.

34)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v.32 n.5(통권 91호) 

(1997-10)

35) 실존적 외부성은 ‘모든 장소로부터의 심각한 소외’이며, 이 관점에서 장소는 ‘실존의 의미있

는 중심이 아니고 기껏해야 의식없는 망상적 활동의 배경’이 될 뿐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종

류의 타자를 대신’한다. E.Relph(2005), op.cit., p.140

36) 특히, 마크 오제의 인류학적 관점에서, 글로벌화라는 현상이 가져온 비-장소의 전례없는 확산 또

한 중요한 인류학적 결과물로 다룬다. 비-장소는 장소의 타자이거나 인류학이라는 ‘주어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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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외부성은 기본적으로 지리학의 태도로 장소를 ‘입지’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인류학적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지리학자의 태도에 해당한다.37)

렐프에 의하면 인류학자의 태도는 행동적 내부성과 감정이입적 내부성에 해당

한다. 실존적 내부성은 장소에 ‘완전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것’

이고 ‘원주민이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인류학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 

그리고 부수적 외부성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장소경험으로 장소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관찰하지 않는 태도이며 장소는 단지 활동을 위한 배경이 되

거나 기능으로서만 중시된다. 이러한 외부성은 결과적으로 렐프가 현대의 도

시건축 경관 경험을 표현하는 용어인 ‘장소상실(placelessness)’의 원인이 

된다.

근대 산업사회의 등장과 모더니즘에 근거한 국제주의 양식과 도시설계이념이 

보편화되자, 역사적 도시건축의 경관과 확연히 구별되는 근대도시경관은 이 

같은 뿌리내림의 장소와 그것을 표현하고 있던 건축공간에 대한 사고에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렐프는 “새로운 경관은 새로운 신

념, 미학, 기술, 경제의 독특한 산물이자 표현” 이며 오늘날의 경관은 국

제적 스타일이 지배하는 획일성의 경관, 기계가 지리를 재구성하는 경관, 

대기업과 국가가 생산을 지배하는 경관이라고 진단한다.38)  

렐프는 이 사회의 경관은 “합리적이면서도,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라는 입장을 취하며 현대 공항과 같은 공간은 대표적으로 “이성적이고 과학

적인 테크닉을 특정 배경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창조되거나 합리주의적 태

도를 통해 경험된 경관”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관은 보통 지역성보다는 

기술적 합리성과 보편성을 중시하고 역사적인 흔적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

에 전통적인 ‘장소’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같은 현대 경관

의 확산과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렐프와 같은 학자들을 통해 ‘장소상실’의 

자각과 논의를 촉발시킨 것이다. 

의 상징화와 사회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Augé, 1995)의 바깥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존

적 외부성은 비-장소 경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37) 렐프는 피터 버거(Peter Berger)가 분류한 인류학자들이 관찰하는 대상 문화에 동화되는 수준을 

참조하여 장소에서의 내부성을 정의한다. 즉, 인류학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그 장소의 내부에 개입

하는 것이다.

38)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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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상실의 표출형태 성격 실제 대상

타자지향성 인공·가짜 장소
관광경관, 오락상업지구, 디즈니화, 박물관
화, 미래주의

획일성과 표준화 경관적 획일성
인스턴트 신도시와 교외, 상공업지구개발, 
고속도로와 공항, 국제주의스타일 건축

몰(沒)양식
(Formelessness)

지역문화·자연환경과 괴리
서브토피아, 거대증
(마천루와 메갈로폴리스)

파괴 직접적 파괴
전쟁, 채굴과 매립, 외부인의 토지매입과 
재개발, 도시팽창

일시성과 불안정성 계속적인 변화 지속적 재개발(CBD), 유휴지

 참조임 3장 시작표 2-3 Edward Relph, 장소상실의 표출형태, Relph(2005), p.197~239참고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상실의 표출 형태를 ‘타자지향성・획일성과 표준화・
沒양식・파괴・일시성과 불안정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2-3>을 보면 각 성격에 따른 실제 대상들을 나름대로 대입시키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상들에서 각각의 표출형태가 중복되서 나타난다고 봐도 무방

하다. 현대 대도시의 건조환경은 대부분 지속적 변형과 파괴를 통해 인공적으

로 조성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전의 전통적이거나 역사적인 건조물들과 

경관들은 사라지고 변화한다. 

 렐프의 분류로 보자면 대도시 환경의 대부분이 ‘장소상실’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대도시화를 겪고 있는 현대의 상

황에서, 우리는 ‘장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렐프가 처음에 

주장한 ‘장소는 인간 존재의 심원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의도성’이라는 점

과 장소상실은 서로 모순에 놓이게 된다. 장소상실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존재해야하고 그렇다면 ‘장소’ 또한 상실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소상실의 성격과 표출형태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관으로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장소감이 내부성에

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것과 괴리가 생긴다. 물론 렐프가 주장한 내부성은 어

떤 장소에 대해 심정적으로 개입하는 정도로 정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적 

공간의 내부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소는 존재방식으로, 장소상실은 

물리적 경관으로 분리한 결과로 환경이나 구조의 변화가 존재성을 부정하게 

되고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세계를 부정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장소상실의 실제 대상에 내부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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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정적・경험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느 정도 내부자로 참여하고 있는가 혹은 장소와 나의 관계가 피상적

인가에 의해 장소 정체성이 정해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장소상실로 지

시된 그 곳(장소로 지시하는 직접적 대상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에 내부자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점

이 문제이다.39) 

렐프는 장소 자체를 의도성으로 정의내림으로 장소가 실존적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며 체계를 만드는 것을 장소의 본질로 봄으로써 실천적이고 생

성적인 장소 개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내부에 장소

상실을 외부로 분리시켜버림으로써 교차가능성, 실천가능성으로 나아가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노베르크 슐츠는 장소상실을 야기하는 현대건축의 약점

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현대건축은 혼란스러운 크기에 희생당했다. 개개건물에 자유와 환경적으로 
새로운 접촉의 느낌을 제공하는 ‘개방되고 유동적인 공간’은 그것이 도시적 크기로 
전환될 때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을 만들었다.······결국 도시공간(가로, 광장)은 사
라졌고 새로운 종류의 ‘녹색의 비-도시’가 나타났다. (별도의 내부세계와 거대함)
둘째, 현대건축은 분절된 외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한 건물이 안에서 밖
으로 설계되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외관은 임의의 부산물로 전락했다.······하나의 
공간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의미심장하게 변환한다는 감각이 상실되고 건물들은 
더 이상 환경의 ‘상징적 사물’이 될 수 없다. 
셋째, 현대건축은 지역환경보다 공간을 추상적 방식으로만 다뤘다. 차이점보다 유
사성에 더 관심을 쏟았고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공통기반을 확립하려는 전체적 욕
구에서 기인한다.······많은 현대 건물들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설계된 것이 아니
며, 우리는 ‘어느 장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성 약화)
이런 약점들이 모두 일반적 상황을 형성한다: 즉, 장소의 상실을 형성하고 있다.40)

39) 이는 이-푸 투안이나 노베르크 슐츠에게도 해당된다. 실제로 페미니스트 계열에서는 이들의 장소

론이 여성의 장소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판한다. 그들에 의하면 이들의 ‘장소’는 남성적이고 일

방적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집’을 공포와 억압의 장소로 느낀다는 점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0) Christian Norberg-Schulz, ‘현대건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대건축: 과거와 현재’, GA 
Document 2, (1981),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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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보면 슐츠가 제시하고 있는 현대건축의 ‘장소상실’은 

1.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거대공간(별도의 내부세계와 거대함)에 의한 방향감
각의 상실 
2. 외관의 정면성과 상징성 상실과 공간의 영역적 변화감각 상실(내부와 외
부의 분리, 기념비성과 경계의 약화), 
3. 지역환경에 대한 특수성과 차이의 약화(맥락의 부재)와 개인이나 특정 지
역에 대한 상징이 없는 현대건축의 보편성

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건축적으로 볼 때 외부와 내부의 관계 변화로 인한 영역감 약화, 거대한 

내부공간, 외관의 정면성과 상징성 상실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것이 초래하는 방향감각의 상실, 영역전이감각의 상실, 그리고 정체성의 측면

에서 지역성과 차이의 약화라는 경험적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슐츠가 말하는 장소의 상실은 정체성이나 상징성이 없는 물리적 구

성물로 인하여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이 변화한 것을 말한다. 

 이-푸 투안, 에드워드 렐프, 노베르크 슐츠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건축공간

과 장소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건축공간은 우리에게 장소감 혹은 장소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것은 중심-통로-영역 등 경계가 확실한 공간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명확한 방향감각을 갖게 해준다. 

이를 위해 입구나 출구와 같이 명시적인 개구부가 필요하고 공간의 중심과 경

로가 명확해야 한다. 건축공간의 정체성은 재료의 물성, 색채, 빛의 효과 등

에 의해 드러나며 이것이 주변 맥락이나 역사적으로 축적된 시간과 결부하여 

건축공간을 장소로 만든다. 또 그 공간에 속해있다는 내부적인 감정과 감각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건축공간을 장소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논의의 배경이 된 장소상실은 ‘방향감각을 상실시

키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근대건축의 균질공간’, ‘입구성과 기념비성이 사

라진 균질하고 특색없는 외관과 풍경’, ‘지역환경이나 맥락과 동떨어진 沒

양식의 건축’, 그리고 상업과 부동산 개발 등에 쉽게 파괴되고 재생산되는 

일시적인 건조환경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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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장소감 혹은 장소성 장소상실

공간
명확한 경계로 

나타나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

중심성과 영역성
내부공간의 거대화
내외부의 감각 소거

개방성과 
유동성

상징성
분절된 외관이 만드는 

기념비성
정면성과 입구성

투명하고 거대하며 
분절되지 않은 외관

균질성

시간성
지역성과 주변 맥락의 

고려
지역성과 역사적 

지속성
파괴, 재건축, 신도시, 

몰양식 등
획일성과 
일시성

정체성 내부적 참여자
공간에 대한 

심정적 참여와 
개입의 정도

외부성: 피상적 관계
장소로부터 

소외

 참조임 4장 시작표 2-4 이-푸 투안, 노베르크 슐츠, 에드워드 렐프를 통한 장소와 건축공간의 관계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도출된다.

 그런데 건축공간의 상징성은 항상 지역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왔다. 

이전 시대의 건축에 가능했던 ‘장소’가 현대건축에서 상실되었다면, 현대건

축은 지역적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는 근대 이후로 지역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화가 촉진되었으며 또한 교

통수단에 의한 가속화로 인해 도시공간을 속도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현대건축이 처한 상황을 거부하고 후퇴하는 태도일 뿐이다.

장소가 존재방식인 한, 우리는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더라도 장소를 포

기할 수 없다. 이 같은 퇴행적이고 향수적인 사고는 장소라는 관념을 고정시

키는 만큼이나 우리 존재의 역동성을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장소의 상실이 아닌 재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실의 상태

로 보이는 현상들 자체가 아닌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 동인을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내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장소가 상실되었다는 자각의 상황

이다. 근대 이후의 상황에서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 변화의 상황과 

장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라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변화하는 현대의 상황에 대한 자각이 장소를 다른 차원으로 이

해할 것을 촉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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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장소인식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장소개념은 근본적으로 장소에 단일하고 본질적이며 

공동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하이데거로부터 유래된 

‘거주로서의 장소’ 관념은 인간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거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흑림농가(black forest house)라는 전원적이고 향수

적인 장소로 그려진다. 이-푸 투안은 이 관념을 바탕으로 장소는 멈춤과 익

숙함의 경험으로, 공간은 행동과 움직임의 경험으로 대비시킨다. 렐프 또한 

장소를 실존적 인간의 존재방식으로 정의하며 인간의 정신에 내면화된 기원으

로부터 정의한다. 

 전통적으로 장소란 영속적이며 기억 속에 새겨지는 나-장소의 뗄 수 없는 

정체성의 이미지이고 개인의 거주는 장소로서 집에 귀속되어 있다. 거주-집

은 한 묶음이며 거주-집-장소는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철학자 볼노(Otto Friedrich Bollow)는 그의 저서 『인간과 공간』에서 “거

주라는 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 또는 그 장소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말한다. “거주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를 내 집처럼 편안히 여기며 지내고, 그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장소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는 공

간 속의 어떤 기준점에 뿌리를 두는 것이,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로서 공간에

서 입지를 얻는 ‘장소’이며, 그것이 막연하지만 ‘집’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동과 펼쳐짐과 그것들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이라는 

환경이 있고, 정신적인 기준점으로서 ‘장소’가 나타난다. 개인의 신체를 둘

러싼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간에 개인의 정신이 특정한 곳에 가입할 때 

‘장소’로서의 집이 형성된다. 

볼노가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단순히 공간이라는 물리적 상태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볼노는 공간->장소->집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 거주를 설명

하고 있는데, 집이 거주의 최종단계가 아니라, 이들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

동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거주’인 것이다. 

즉, ‘거주’가 가능하려면 개인이 ‘공간’에 자신의 특정 위치를 정하여 

그 공간에 자신의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를 자신의 ‘집처럼’ 여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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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artin Heidegger Die Hütte

있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관여

해야 한다. 이를 앞서 정의한 “장소란 

인간 존재가 공간에 특정 위치를 지속적

으로 차지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생겨나

는 것”41) 에 연관지었을 때, 공간을 

‘장소화’하고 그러한 장소에 대한 경

험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거주’는 

장소와 뗄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가 된

다. 따라서 ‘거주의 장소’란 ‘공간에서의 특정 위치·공간에 대한 경험과 

의미화·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뿌리내림의 장소인 것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자신의 존재를 뿌리내리게 하는 공간적 차원으로

서의 장소가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흑림농가란 농업시대의 산물이며, 현대도시를 사는 인간은 흑

림농가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데서 발생한다. 

장소로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에 특정 공간에 대한 잦은 경험과 

익숙함 그리고 지속적 시간이 개입해서 일종의 ‘뿌리내림’이 일어나야 가

능하다. 그런데 현대인의 상황은 경험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떤 것이 뿌리

내리기엔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들 장소론은 현대인간의 실존

을 담보할 수 있는 ‘장소’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내리기 어렵다. 

 이 같은 관점에서 프란체스코 달 코(Francesco Dal Co)는 ‘거주-집-장

소’의 연대는 거주의 탈신화화에 의해 깨어진다고 보았다. 거주는 집에 귀

속된 것이 아니며 집은 장소에 귀속된 것이 아니다. 집은 공동체로부터 

이미 주어진 연결선 상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점거에 의해 지

어진다.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삶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거주의 개념은 달 코에 의하면 레

비나스의 저작에서 찾을 수 있다. 레비나스는 “뿌리를 가지는 것과는 관계없

는 행위를 정주로 이해함으로써, 땅과의 결속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동체 환경

의 유기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집의 본질적

인 성격이 거주를 가능케 하는 방랑(wandering)에 있다” 고 강조했기 때

41) 본문 2.1.1절, p.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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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42) 

따라서 현대의 거주란 방랑을 통해 ‘차이를 생산’하는 활동이며, 역사적이

고 연속적이며 총체적인 장소나 공동체의 의미가 아닌, 개별적이고 특정한 의

미를 수립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근대의 프로젝트에서 사라진 것은 

자신의 형태를 통한 통제의 전망, 장소의 온전한 현존” 인 것이며 “신이 

인간의 거처를 살피고 스스로를 드러내던 그 지점이다. 만약 거주가 삶의 

파열에 대한 미해결의 표명과 같다면, 그래서 슬픈 경험일 뿐이라면, 온전

히 메트로폴리스의 집없음의 본질에 대한 조건을 아는 것이 현대 인간의 

임무” 이다.43)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그나시 데 솔라 모랄레스(Ignasi De 

Sola-Morales Rubio)는 “오늘날 건축의 장소는, 비트루비우스의 견고성

(firmitas)의 힘이 생산한 영구성을 반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영속성

으로 존재하는 무엇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event)의 생산으로서

의 장소” 를 천 개의 상이한 대지로부터 계속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

다.44) 

모랄레스는 현대의 장소는 교차로이며, 특정한 이미지의 맹세를 지키는 터도, 

지형학이나 고고학적 기억의 힘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앞서 장소와 건

축공간의 관계<표 2-4>에서 도출한 상징성, 시간성, 정체성의 요소를 

수정하는 것이다. 사건(events)은 거주의 일상적 반복성과 영속성에 대비

되며, 특정한 이미지의 맹세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상징성이 더 이상 

장소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지형학과 고고학적 

기억으로 표현된 지역성과 역사성(시간성)은 이제 사건의 일시성으로 대

체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를 ‘방랑’으로 바꾸는 이동

42)   “레비나스(Levinas)의 저작에서 탈영토성extraterritoriality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탈신화

화된 거주개념을 만날 수 있다. 이는 개인은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곳에 집이나 거주수단을 고른다

는 것으로, 장소나 공동체와의 선재하는 연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선택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개념에서, 집과 장소는 급진적으로 다르다. 집은 주변 환경을 발견하고 점거할 수 있는 

기초이다. 집은 조화로운 관계의 어떤 부분도 형성하지 않는다. 혹은 집은 사람과 주변 환경 사이

의 조화를 야기하는 어떤 화해과정의 일부도 아니다. 반대로 집은 경계다. 그것은 언어적인 부조

화를 묘사한다. 거주는 이와 같은 차이를 생산하는 활동이다...하이데거에게, 거주는 미리 가정할 

수 있는 장소와의 관계에 대한 조화로운 표현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장소를 장소답게 만드는 

것이다. 거주는 의미를 수립하는 과정이다.”, Francesco Dal Co, Figures of architecture 
and thought : German architecture culture, 1880-1920, New York : Rizzoli(1990), 

p.19 

43) Francesco Dal Co(1990), op. cit., p.42

44) Ignasi De Sola-Morales Rubio, 이종건 역, 차이들; 현대건축의 지형들, Spacetime(2004), 

p.162



- 42 -

하는 삶에 대한 자각이다. 그로인해 정체성과 공동체의 관계를 구성했던 

전통적인 공공적 장소는 이제 이동하는 상태로 마주치는 ‘교차로’의 공간

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의 장소는 “메트로폴리탄 문명의 보

편적 혼돈 속에 특정한 강도의 지점을 고정할 수 있는, 어림짐작의 토대

이며 시간 속의 의례”가 된다.45) 

 즉, 기존의 장소를 일체화하고 있던 공동체=집의 신화는 근대 이후로 모두 

깨어진 것이다. 공동체는 개별적이고 차이를 가진 개인으로 파편화되고 집과 

뿌리내리는 거주는 ‘방랑’에 의해 뿌리없는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거주불능, 집없음과 혼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장소 논의는 이동성이 증가한 삶의 양식에 근거하여 장소를 고정되고 뿌리

내린 위치를 갖는 공간으로부터 해리시켰다. 또한 장소는 이제 역사성과 공간

적 고정성을 탈피하여 특정한 순간에 발현하는 사건의 개념이자 시간적인 개

념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개념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상실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간과 경험, 공동체와 장소의 일체

화이다. 장소 자체는 상실될 수 없으며, 장소의 개념 내부에 분리가 일어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트로폴리스의 ‘집없음’과 ‘교차로’로서의 장소는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통기관과 자본에 의한 이동성

의 가속화와 시공간 압축46)으로부터 비롯된다.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적 이동

성이 근대인의 시공간적 경험과 삶의 양식을 바꾸어놓았고, 도시의 형태 또한 

빠른 속도로 바꿔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생활은 이동과 거주의 상황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이다. 

근대라는 시기를 변동하는 상황으로 묘사한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나,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근대가 이전 시대와 단절하려고 하는 힘과 

45) Ignasi De Sola-Morales Rubio, op. cit., p.163

46)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가 개념화하였다. 그는 정통맑스주의자로서 “화폐, 시간, 공간 사이의 관

계”를 탐구하여 사회적 권력의 원천과 그것에 대한 문화적 대응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

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흐름의 가속화와 시공간 압축은 자본주의의 한계(이윤율 체감법칙)를 극

복하기 위해 시공간을 조정(fix)하여 자본의 회전시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는 보들레르

적 모더니티로부터 출발하여 모더니티의 반쪽 측면인 일시성과 유동성을 맑스주의에 입각하여 자

본의 근본 성질로 받아들였으며 포스트모더니티는 이 측면으로의 편향이 문화적으로 나타난 결과

라고 보았다., David Harvey, 구동회 외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1994).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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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착하려는 힘이 충돌하는 場이라는 것을 세밀하게 포착한 바 있다. 또 이러

한 근대의 양의성-고정불변의 영원성과 변동하는 불확정성-을 자본의 특성으

로 보고 포스트모던은 시공간 압축과 흐름의 가속화에 의해 근대의 영원성에 

대한 열망을 이긴 시기라고 진단한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궁극적으로 공

간적 고정성을 누르고 시간적 이동성이 승리했다고 단언한다.

확실히 이동과 거주라는 대립적인 현실이 공존하는 보들레르적 모더니티의 상

황은 현대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의해 이동성의 극대화 혹은 시간의 승리로 향

해가는 듯이 보인다. 실제로 많은 사회학자들은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

멸47)’ 혹은 ‘시간의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며, 이동성이 물리적 공간의 

고정성을 철폐해버린 것으로 묘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이동과 거주를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그것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이런 이해는 일반적으로 이동

이라는 하나의 총체적 범주와 거주라는 또 다른 범주가 정적인 상태로 서로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양립할 수 없는 대립항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과 거주는 불가침의 성벽을 가진 대립적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거주는 끊임없는 이동을 포함한다. 장소가 인간의 세계 내 존재방식이라면 인

간의 기본적인 행동방식인 멈춤과 이동 모두를 포괄해야한다. 이전의 장소 논

의는 공통적으로 뿌리내린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과 존재방식이

라는 차원에서 이동성을 제거해버렸다. 그보다 이제는  “이동성은 장소와 대

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 간의 관계 속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48)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현대의 비-장소를 촉발하고 확산시킨 이동성과 

그로 인한 경험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47)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은 자본주의가 그 자체의 모순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공간적 거리를 소멸시킨 전략이며, 이를 통해 공간을 끊임

없이 재생산해왔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진보는 공간의 정복, 모든 공간적 장벽의 철폐, 궁극적

으로 시간을 통한 공간의 절멸(annihilation of space through time)을 수반한다.”, David 

Harvey, 구동회·박영민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1994), p.244

48) Tim Cresswell, 심승희 역,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시그마프레스(2012),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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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장소의 등장배경

 장소 인식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장소’로 사고할 수 없는 현대적 삶의 

양식과 현대도시건축의 공간들은 비-장소라는 개념을 불러일으켰다. 현대의 

가속화된 이동성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화의 상황을 동시대 

삶의 조건으로 인정하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할 것을 촉구하는 

경향을 낳았는데, 마크 오제의 ‘비-장소(non-places)’는 더 이상 전통적

인 장소로 사고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삶의 공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

 인류학자 마크 오제(Marc Augé)에 의하면 ‘비-장소(non-places)’란 교

통 공간, 소비 공간,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정체성, 관계, 

역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없는 공간”이며 점차로 확산하고 있는 고속도로

나 공항,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 대중교통, 대형수퍼마켓 등이 그 대표적인 

공간들이다.

그가 전형적인 비-장소로 꼽고 있는 호텔체인, 쇼핑몰, 수퍼마켓, 고속도로, 

공항라운지, 미디어 등은 현대 도시와 건축을 지배하고 있는 순환

(circulation)-소비-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공간으로 인류학적인 장

소와 대비되는 곳들이다. 

인류학자로서, 마크 오제는 동시대의 삶에 대한 호기심과 중재로서 비-장

소들을 관찰한다고 말한다. ‘글로벌화’ 라는 변화의 힘에 응답하는 순환-

소비-커뮤니케이션의 공간들의 전례없는 확장은 인류학자에게 중요한 과

제이자 인류학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인류학자는 全지구, 행성

(planet) 전체를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오제는 글로벌화의 가장 중요한 공간적 결과물로서 거대도시(metropolis)를 

제시한다. 거대도시는 “메시지, 이미지, 생산물 그리고 사람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능력” 으로 정의되는 공간이다.49) 그와 동시에, 이들 능력을 순

환시킬 고속철도, 항공 그리고 전자정보 네트워크에 촘촘히 연결되어 있

49) Marc Augé,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Verso(2008),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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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로 측정되는 공간이다.

여기서 흐름의 기반과 조직은 교통과 정보의 네트워크이며, 흐름의 내용은 메

시지, 이미지, 생산품 그리고 사람이다. 흐름의 가속화는 교통기술을 수용하

기 위해 기존의 자연과 도시를 절단하였고 동시에 도시의 외연을 넓혔으며 장

소에 결부된 폐쇄적이고 혈연적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동시에 다른 장소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도시로의 집중과 교외로의 분산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근접성은 소거되고 더 먼 곳과의 원격적 연결과 소통이 

증가하였다. 근접성과 공동체적 뿌리에 근간한 기존의 장소 논의들은 이것을 

장소의 위기, 장소상실이라 부르며 개탄했고 국제주의가 전 세계 글로벌도시

들에 퍼져나가는 현상이 지역성을 말살시킨다고 보았다. 

그런 한편, 장소의 속박에서 풀려난 개인과 사물들은 교통인프라를 통해 다른 

도시와 국가와 연결되고 퍼져나갔으며 국경과 공동체의 개념을 약화시키는 동

시에 원격 연결과 네트워크 상의 가상연결의 증가로 즉시적이고 순간적인 시

간에 기반한 네트워크 멤버쉽과 애드호크라시와 같은 임시조직을 형성하며 새

로운 공동체 개념을 재정의해야할 당위성을 제공한다.50)

이 같은 배경에서 마크 오제는 이제 인류학적으로, 인류학적 장소가 아닌 동

시대의 공간들을 탐구해야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이 클리닉에서 태어

나, 병원에서 죽는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오제는 인류학이 사용해온 ‘장

소’라는 단어 대신에 ‘비-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 비-장소를 촉진하고 확산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글로벌화를 가속하고 있

는 이동성과 그 기술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이동성이 가져온 공간적이고 

경험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50)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에서 이전의 관료제(bureaucrac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애드호크라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했다. 기존의 관료제처럼 역할이나 직제에 따

라 종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유연하게 기능별로 분화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횡적 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고도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나 공식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융

통성 있게 임무를 수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애드호크라시 [adhocrac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을 참고



- 46 -

2.2.1. 이동성의 영향 

 증기기관과 같은 기계 이동 기술은 맨 처음 근대가 촉발된 시기, 장소상실의 

자각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51)  근대산업자본주의를 출현시킨 철도와 

증기내연기관은 이전의 마차여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시공간 경험을 가져왔

다. 증기력에 의한 기계적 이동의 특징은 “균일성, 규칙성, 임의적으로 지

속시키고 증가시킬 수 있음(지칠 줄 모름)” 이다.52) 

증기력에 의한 기차의 이동은 매우 균일한 진동의 반복이라는 규칙성을 갖고 

있다. 선로와 기차바퀴의 결합과 미끄러짐이 정교하게 결합될수록 이러한 규

칙성이 강화되고, 이질적 리듬은 기계의 오작동과 사고의 위험으로 감지되었

다. 이러한 기계적 이동은 신체의 이동과 같이 공간의 본성에 의존하여 달리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공간성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갖는다.

볼프강 쉬벨부쉬(Wolfgang Schivelbusch)는 이를 “자연 세계의 축소” 라 불

렀으며 기계력은 모든 운송행위와 그에 따른 거리를 계산 가능한 대상으

로 바꾸었다.53)  이동의 힘이 유기적 결박에서 벗어나 기계적 속도를 갖

게 되면서 공간에 대한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는데, 철도가 단축해버

린 시간이 공간의 소멸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기차와 선로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배, 마차, 자동차 등의 

운송기관들과 달리 철도는 교통로와 교통수단이 일체화된 상태로만 작동할 수 

있다. 증기기관이 만들어낸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이동은 바퀴와 선로의 

51) 연세 한국어 사전에 따르면 ‘이동’은 ‘움직여서 자리를 바꾸는 것’이고, ‘이동성’은 ‘위

치를 바꿔가며 이동하는 성질’이라고 분류된다. 본 연구는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동으로, 이동성

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와 그것이 유발하는 효과나 그것에 결부된 관계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다. 대개 이동성은 원어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하거나 이동성으로 번역되는데 본 연구는 이동과 이

동성(유동성), 즉 공간적으로 위치를 바꾸고 움직이는 것과 그러한 이동을 유발하거나 이동이 유발

하는 효과와 상태를 지칭할 때 이동성을 그리고 이동과 이동성 모두를 포괄할 때는 이동성을 사용

하였다. ‘이동성(Mobility)’라는 용어는 사회과학 용어로서 사람, 아이디어, 사물들을 조사하는 

동시대 패러다임이라고 정의된다.(wikipedia 참고)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이동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인구나 계급집단의 이동과 같은 관계를 포함하며 기술적으로는 퍼스널 이동성, e-이동

성과 같이 개인 교통수단 자체를 뜻하거나 정보 미디어 환경에 접속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까지 포

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52)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1999), p.18

53) Wolfgang Schivelbusch, op. cit.,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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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앙상블을 통해 공간운동으로 변환” 된다.54)  선로는 땅의 자연적 

질감과 굴곡을 균질하고 평탄하며 매끈한 일직선의 평면으로 바꾸어 놓는

다. 이에 따라 직선 경로를 방해하는 지형적 방해물들은 잘려나가고 메워

졌다. 선로와 경관의 관계는 증기기관과 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역학적

인 규칙성이 자연적인 불규칙성을 누르고 관철한 것이다. 

따라서 철도의 기계적 이동성은 이전의 말과 불규칙한 경관 사이에 존재하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공간 이용과 달리, 직선적이고 평면적인 선로에 결박된 

채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시간의 리듬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땅과 선로, 선로와 열차의 속박된 관계는 기계적으로뿐만 아니라 도

시와의 관계에서도 표현된다. 철도는 처음 도시의 가장자리, 도시의 성문과 

같은 위치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도시의 지속적인 확장은 철도역을 점차로 도

시 내부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열차 바퀴와 선로의 앙상블은 절단된 것들이 

마찰력으로 미끄러지며 결합하는 관계를 나타내는데, 선로가 갈라놓은 도시와 

자연의 관계는 다른 방향의 연결을 만들어낸다. 도시 내부는 선로에 의해 갈

라지지만 철도네트워크는 도시와 다른 도시를 매우 가깝게 만들기 때문이다. 

철도가 갈라놓은 자연과 도시, 상품과 생산지의 관계는 이제 다른 근접성을 

만들며 결합한다. 도시는 다른 도시와 연결되고, 상품은 생산지로서 장소를 

잃고 다른 장소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글로벌화는 철도기술과는 다른 이동 기술에 의해 촉발되었

다. 철도는 유럽대륙 내에, 아메리카 대륙 내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지만 항공

기술은 대륙 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철도와 달리 항공 기술은 땅과

의 연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원격(remote)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동의 원리나 흐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경

로를 포착할 수 없고, 오직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시작과 끝이라는 지점만으

로 드러난다. 이러한 징후는 철도가 가져온 속도와 시공간 압축에 대해 고찰

한 쉬벨부쉬의 지적에서 먼저 나타난다.

철도는 단지 장소로 드러나는 출발, 정지, 그리고 도착만을 안다. 그리고 이들은 

54) Wolfgang Schivelbusch, op. cit.,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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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철도는 완전히 무시한 채 이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고, 거기서 단지 쓸모없는 구경거리만 제공하는 그 사이 공간들과는 아무런 연
관도 갖지 않는다.55)

 이동 기술이 가입하기 이전에, 세계는 각각 고립으로 상대적인 정지로서 

‘지금 여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철도와 같은 이동 기술의 가속화는 

‘지금 여기’의 관념을 확장시킨다. ‘여기’와 ‘저기’의 연결이 속도에 

의해 단축될수록 ‘여기’와 ‘저기’의 구분이 무화된다. 그러나 아직 철도

의 시대에는, 그 구분이 무화되는 경로와 속도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항공 이동성은 ‘장소로 드러나는 출발과 도착’ 이라는 지점만 

인식하게 만든다. 비행하는 동안, 승객들은 속도와 경로를 전혀 인식할 수 없

으며 그들에겐 창 밖의 ‘쓸모없는 구경거리’조차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접속처럼, 실제의 두 지점은 가상적 연결을 통해 깜빡이는 것과 같이 나

타난다. 두 지점간의 거리감 또한 사라진다. 거리와 속도를 느낄 수 있었던 

파노라마의 경험이 비행에서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단절의 경

험, 그리고 불연속적이고 경로가 삭제된 접속의 경험이 항공 이동성의 특징을 

이룬다. 이러한 원격 연결의 성질은 어떤 공간도 절단하지 않으며 동시에 연

결을 위해 공간에 길을 놓지 않는다. 철도가 아직 지점과 지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를 갖고 있었다면, 항공 이동성은 땅에서의 연결 관계를 끊어버

린다. 따라서 철도 이동성이 거리와 속도를 지각할 수 있고 절단된 땅과 연결

되는 땅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근접성의 특징을 갖는다면, 항공 이동성은 

원격성과 그로 인한 불연속적인 접속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55) Charles Dunoyer,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p.5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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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동 경험의 확산 : 공간적 경계 해체와 일시적 경험의 보편화

 한편, 이동성의 경험은 세계와 대상에 대한 지각방식을 변화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여행감금(travelling 

incarceration)의 상태에 관한 묘사가 유용하다. 드 세르토는 기차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움직일 수 없는 물체들을 바라보며 갇혀 있는 상태를 여행

감금이라고 불렀다. 그는 “열차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철도를 달리는 객차는 이성적 유토피아의 완벽한 실현

물이며, 여행객은 이 그리드에 속박된 채 규제당하고, 수량화되며, 분류된

다고 서술한다.56) 또 그에 의하면 철도여행은 질서와 닫힌 자율성의 고립

된 체계를 생산하는 감금의 모듈 안에서, 지역적 뿌리로부터 절단된 채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성의 산물이다. 객차와 철로 안에서 모든 것은 그리

드 체계에 장소를 갖는다. 그러나 결코 ‘움직일 수 없는(immobility)’ 장

소이다. 열차 그 자체는 움직이고 있지만, 철로에 속박되어 있으며, 열차 

안의 여행객은 자신의 좌석에 속박된다. 

그러한 속박은 열차의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실제적인 자연물(산, 

초원, 숲, 마을, 저녁노을을 등진 도시의 검은 실루엣...)은 움직일 수 없는 

풍경이미지로 치환된다. 이는 볼프강 쉬벨부쉬가 진술한 ‘파노라마적 지각의 

출현’과 상응한다. 열차를 탄 여행객은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지

만 그 자신의 신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일련의 이미지들에 거의 고정되어 있다. 외부 

자연의 깊이와 질감을 지우는 속도이미지는 여행객을 극장의 관객으로 바꾸어 

놓는다. 

실제적 자연은 유리창문 위에 투영된 ‘평평한’ 이미지로 환원되고, 열차의 

움직임과 속도는 완급이 없는 무한반복적인 진동과 창문이라는 스크린 위로 

펼쳐진 이미지의 사라짐에 의해 지각될 뿐이다. 마차나 걷기를 통한 여행의 

무대였던 경로에 대한 경험은 ‘지금 여기’라는 장소의 관념을 형성해왔으

56)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4),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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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4 객차 내 침묵과 독서; 

(위) Chair Car Voiture-salon, 1965, 
(아래) Compartment Car, 1938 – Edward 
Hopper

며 “그 안에서 장소들의 고립(서로에게 공간적 거리가 생겨나게 했던), 

그들의 ‘지금과 여기’, 자각적이고 정적인 개별성” 을 만들어왔다.57) 따라

서 철도여행은 이들 경로를 삭제해버림으로 고립에 기반을 둔 ‘지금여기’

와 ‘그때거기’라는 분리의 세계를 동질적이고 동시적인 세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즉, 이동 기계의 속도는 신체

의 이동성과 결합되어 있는 동시에 신체를 그로부터 떼어낸다. 시간과 속

도에 대한 감각은 이미지가 스쳐지나가는 것을 인지하는 시각적 차원으로 

전환되며 신체와 기계적 이동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는 이동성

을 기계로 전이시키고 자신은 편안함과 침묵 그리고 고독의 상태에 처했

으며, 타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시선은 책과 같은 미디어로 향했다.58)  

즉, 이동성의 경험이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듯 철도 이동성은 공간적으로, 근접

성 상실과 원격 연결이 도시와의 관계에 나타난

다. 경험적으로 신체와 이동/속도를 단절시키고, 

자연이나 풍경과도 단절시키며, 외부세계는 파

노라마적 이미지로 바뀐다.

 또 하나의 지배적인 이동성의 경험은 자동차에 

의해 설립되었다. 

자동차의 경우, 철로에 비해 고도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자동차를 

타고 도시를 경험하는 것은, 도시를 하나의 

연속체로서가 아니라 일련의 사건으로 이해하

게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자동차는 신체의 

팽창이다. 원칙적으로 막힘없는 속도를 추구

하지만 않는다면, 자동차는 ‘여기’와 ‘저기’를 

보행 다음으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가

57) Wolfgang Schivelbusch, op. cit., p.248

58) 리처드 세넷은 이동 속력의 경험과 열차 좌석의 편안한 부드러움은 결국 육체의 편안함이라는 수

동성과 침묵의 독서라는 새로운 사회적 행위가 출현했음을 지적한다. “이동하는 육체가 편안해질

수록, 홀로 조용히 움직이면서 사회적으로는 뒤로 물러섰다,”, Richard Sennett, 임동근 외 역, 

살과 돌: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문화과학사, 1999,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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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Wearble Device의 기능들, 출처: 
http://iphone5wall.tistory.com/417

장 근접하게 연결한다. 

 또한 자동차 이동성은 사유화(mobile privatization)를 촉진시키고 소비

문화를 확산시킨 주범이었다. 미국 교외도시의 형성과 쇼핑몰은 도로와 

자동차 이동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동차 자체 또한 포디즘이라는 생산-

소비 체계 혁신의 주된 재화로 작용했다.  자동차는 개인적 소유물로서 

계급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이미지 소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런 점

에서 자동차는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로 소비되는, 고딕 대성당의 

정확한 등가물” 이라고 해석되었다.59)

 또한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일련의 기계적 피막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일정하

고 쾌적한 온도의 유지, 외부 기후로부터의 보호, 방향지시를 위한 네비게이

션과 같은 미디어, 시청각 기기를 통한 정보의 접속 등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단절적 내부를 형성한다. 단절된 내부공간에서 자동차 기계 조작과 미디어 환

경과 소통하는 운전자의 경험은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던 수준의 사적인 

이동성을 가져다주었다. 

자동차를 통한 속도의 경험은 열차와 마찬가지로 파노라마적인 도로 풍경

을 보여주지만 열차 내 측면 조망과 

달리 자동차에서는 전면 조망이 가능

하기 때문에 도로 경관은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표지판과 광고

판 등 기호(sign)의 풍경이 지배적으

로 나타난다는 점이 철도여행의 경험

과 대비된다. 

 ‘자동차는 바퀴 위에 놓인 방’이라

는 루이스 칸의 지적처럼 ‘자동차라는 

피막에 둘러싸인 신체’의 공간성은 극

도로 분절된 사적인 공간이 이동성을 

획득한 것이다. 

 철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이동성

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관계를 변

59) Roland Barthes, Mythologies, London:Cape, 1972;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 2000, p.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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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비행기 내부, video display그림 2-7 Chevrolet Surburban cockpit, 
교외거주자를 위한 기종

그림 2-6 TGV 객차 내부

형시켰으며 결국 이동성과 속도의 경험이 사회적 관계를 다시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팀 크레스웰은 장소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이동

성은 단지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지어 정치적인 상태로의 변형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며,60) 존 어리는 자

동차 이동성(automobility)가 ‘로컬한 공공 공간이 출현할 기회의 제공’에

서부터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초국가적 이주(immigration)에 이르

는 글로벌화의 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체계라고 말한다.61) 

즉, 이동성 기술과 그 경험은 결국 사적인 경험에서부터 공적 관계를 변

형시켜왔으며 그와 결부된 공간은 그러한 사회적 관계의 함의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성의 확산은 자동차와 같은 사적 공간성을 지닌 물리적 피막을 제

거하고 이를 휴대용 전자 미디어 기기가 대체할 것이다. wearble computer 

device 기술은 궁극적으로 신체에 부착된 통합적 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을 만

들고, 결국 신체를 네트워크 상의 단자이자 결절점으로까지 만들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자신이 속한 (비

록 가상적일지라도) 세계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혹은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공간

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항상 자신을 글

로벌-공간이나 미디어-네트워크 상에 위치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에 있다. 

 극도의 이동성-심지어 가상성-이 주는 자유는 그 자유를 제공한 미디어와 

60) “이러한 이동성(걷기, 운전하기 등)의 형식들과 이들 이동성의 양상들(운동, 표상 및 실천)은 정

치적이다. 그들은 권력의 생산과 지배관계에 포함된다.”, Tim Cresswell, “Towards a 

politics of mobi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2010), p.20

61) John Urry, “The system of Automobility” in Mike Featherstone, Nigel Thrift and 

John Urry eds., Automobilities, SAG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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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에 의해서 다시 극복되고, 그들이 떼어놓은 것들과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 이동하는 개인-혹은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적 개인-은 

미디어와 이동성 기술의 중재를 통해 항상 –비록 찰나일지라도-자신이 위치

할 곳을 찾아 정위하려는 열망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의

해 공간적 근접성이 상실되는 동시에 또 다른 원거리의 연결관계가 형성되는 

공간 재편이 일어났고, 이동성의 경험은 풍경을 이미지화하고 세계에 대한 경

험을 시각화하는 파노라마적 지각방식을 출현시켰으며, 타자와의 접촉을 우려

하는 경향과 함께 기호나 미디어와 소통하는 경험적 관계양식을 일반화하였

다. 이는 군중 속에서 사적인 세계를 지키려는 열망과 결합한 것이며 이동 공

간이 확산할수록 이 같은 새로운 공적 공간에서의 행동양식이 보편적으로 퍼

져나갔다.

2.2.3. 로컬화와 글로벌화: 경계작용과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 장소

 이동성의 증가와 시공간 압축으로 인해 로컬과 글로벌의 개념은 새롭게 정의

되고 있다. 이동성이 장소를 해체하고 글로벌화가 로컬을 약화시킨다는 단선

적 사고는 이제 이동경계의 생성과 재편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상태로서 장소

와 영역을 사고해야한다는 인식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장소상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은 반동적으로 회귀적 장소 개념 혹은 다시 경

계를 확고히 하려는 로컬화를 불러들이는 경향을 낳았다는 점을 간파한 도린 

매시는 경계와 영역의 사고를 네트워크적 사고로 전환하길 촉구한다. 한편으

로 요시하라 나오키는 이러한 로컬화의 경향을 모더니티의 근본적인 양의적 

성질에서부터 발견한다. 이는 시공간 압축과 이동성의 전반적 확산이 불러온 

획일화와 균질화와 동시에 이질성과 특수성에 근간한 로컬한 의식이 함께 발

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62) 즉 매시가 경계와 영역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62) 요시하라 나오키(吉原直樹)는 “‘절대적 시간’ 및 ‘기하학적 연속 공간’이 국민국가에 의한 

가적 통합 및 분화와 영토화에 부합해 확산되어 갔다는 점, 그리하여 그 자체가 ‘중심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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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개념을 들어 장소와 로컬을 재정의하고자 한다면, 요시하라 나오키는 

로컬과 글로벌이란 본질적으로 균질성과 이질성의 공존과 경합의 상태를 지시

한다고 본다. 또한 그것은 존 어리가 지적한 대로 “글로벌화가 로컬화를 심

화시키고, 또 그 로컬화가 글로벌화를 심화시킨다는 동시진행의 과정”이

다.63)

로컬화에 관한 요시하라 나오키의 고찰은 글로벌화를 단순히 하나의 지구적 

표면으로 환원해버리는 또하나의 동질성에 대한 강제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

고, 로컬화를 또 다른 국가주의나 공동체주의로 회귀하기 위해 전용하는 태도 

또한 비판한다. 이른바 글로벌화와 로컬화는 “동일평면에서 이분법으로 환원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다.”64)

그것은 외부와 차별되는 내부를 만드는 동시에 내부로 동질화 하려는 힘과 각

각의 차별성을 지우고 외부로 보편화하려는 힘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힘들은 동시에 그리고 서로에게 반동적으로 나타난다. 

물리적으로도, 이동성은 기존의 지리적 경계를 절단하는 동시에 재편하는 방

식으로 세계로 확산되어갔다. 이는 철도가 절단한 도시가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시 중심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도 나타난다. 철도는 도시 간 연결로서만이 

아니라 철도에 연결된 지역들을 확산 된 네트워크 상에서 결절점으로서 중요

한 위치로 부상시켰다. 또한 네트워크의 확장과정과 도시의 확장 과정 둘 다

에서 지속적으로 경계를 재편해갔다. 철도역은 스스로 도시의 중심이 되는 동

시에 바깥으로 열리는 경계의 자리를 차지했다. 지속적 공간 재편의 과정 속

에서도 철도는 여전히 땅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땅의 물리적 경계라는 

견고하고 구체적인 성질을 띠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는 과정적으로 탈경계

와 재경계를 포함하긴 하지만 여전히 로컬이 확장되고 연결되는 ‘광역화’

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진정한 탈경계는 항공, 궁극적으로 전자정보 이동성에 의해 실현

되었다. 중력을 벗어난다는 것, 연결의 메커니즘을 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것이 가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들 기술

이라는 운동을 사람들의 신체에 각인시키는 형태로 존재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한다., 요시하라 

나오키, 이상봉 외 역, 이동성과 장소: 글로벌화와 도시공간의 전환, 심산(2010), p. 44

63) John Urry, Global Complexity, Wiley, 2003, p.15

64) 요시하라 나오키(吉原直樹), 이상봉 외 역, 이동성과 장소: 글로벌화와 도시공간의 전환, 심산

(2010), p. 121



- 55 -

그림 2-9 철도에 의한 로컬의 광역화와 항공네트워크가 
연결하는 글로벌화 : 로컬과 로컬 사이에 존재하는 터미널

의 큰 특징인데 이는 공간적 경계

의 재편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다.65) 

재경계(혹은 재영역화)는 일차

적으로 신체나 기계 그 자신으

로 환원되고, 다음으로는 비가시

적 네트워크 기술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절점

이 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고

립적 신체(혹은 기계)는 전지구

적 표면에 걸쳐있는 비가시적이

고 불연속적이며 끊임없이 단속‧
접속을 계속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 확장된다. 고립화의 상황과 

네트워크적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 고립된 신체(혹은 기

계)는 이전의 장소와 같이 ‘뿌리와 둘러쌈’이라는 경계와 신체 간의 거리

와 영역을 가지지 않는다. 신체는 더 이상 어떤 경계나 장소의 내부에 자

리잡고 있기보다 엷은 피막에 둘러싸인 신체 그 자체의 개별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따라서 어떤 영역의 중심과, 중심과 일정 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둘러싸는 경

계라는 공간적 개념의 로컬이 변화한다. 글로벌화와 함께, 로컬은 그 자체로 

매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동시에 스스로 움직이며 다른 로컬과의 관계망 위

에서 끊임없이 경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동체의 메타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동체는 정체성이나 구

획을 말끔하게 갈라낼 수 없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 또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혼합의 세계를 이룬다.66) 이 같은 생성적 경계의 유동성은 역설적으

65) 물론 비행은 이륙을 위한 비행장이라는 별도의 땅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항공 기술의 이동적 특

성-비가시적 흐름, 위성기술과 항로라는 비가시적 경로지도와 좌표체계에 기반한 위치매기기-만 

강조하는 의미로 쓴 것이다.

66) 경계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사회학자 존 어리는 영역과 로컬을 ‘유동

체’로 사고하길 촉구한다. 유동체는 경계가 있지만 경계 자체가 유기적이고 움직이며 숨쉬고 있

다. 어리는 유동체의 메타포를 몰과 로(Mol, A. and Law, J.)의 견해를 들어 설명한다. 몰과 로

에 의하면 “경계도 관계도 한 장소와 다른 장소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대신 관계가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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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독적이고 고립된 신체(혹은 기계)의 이동성에 의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심과 주변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은 그렇게 서로 경계지
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차이는 갈수록 흐려지며 여러 유형의 주변부를 가진 다중
심 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다.67)

 중심과 주변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주변부들이 결절점의 형태로 부상한

다는 관점은 도린 매시(Doreen Massey)에 의해 지구적 장소감이라는 개

념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었다. 매시는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로컬화의 반동

적 태도를 거부하며 지구적 장소감을 주장한 바 있다. 매시는 ‘시공간 압

축 시대에 적합한 장소감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이동성의 정도를 결정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공간 압축의 원인을 자본의 

이동성, 자본의 국제화로만 해석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공간이해와 경험은 자본주의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종과 젠더와 같은 사회

집단에 따라 분화된 이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녀는 이전의 남성 중심적

이고 뿌리지향적인 장소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하나는 장소가 단일하고 본질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감(identity of place, sense of place)이 내향적이며 자

기성찰적인(introverted and inward-looking) 역사로 구성된다는 사고이

다.68) 이런 장소개념은 반드시 ‘경계선을 그리라’고 요구하며 이런 종류의 

경계선은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특별한 장소

인 킬번(Kilburn)을 회상하며 “장소는 정적이고 방어적인, 즉 반동적인

(reactionary) 의미를 갖고 있다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도 그곳만의 어

떤 특성(즉, 장소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특성은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 

전부 다르게 경험되는 복수의 정체성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69) 또 공동

지 않은 채 변용하는 동안 경계는 오고 간다. 경계는 줄줄 새거나 사라진다. 그리하여 사회적 공

간은 때로 유동체의 양상을 띤다.” 그리고 그러한 유동체는 말끔하게 정체성을 갈라내지 못하고,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는 ‘혼합의 세계’라는 점을 어리는 지적하고 있다., Mol, A. and Law, 

J., ‘Regions, networks and fluids: amaemia and social topology’, Social Studies of 
Science, 24:641-71,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 2000, p.60에

서 재인용

67) Markus Schroer, 정인모 외 역,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에코리

브르, 2010, p.275

68) Doreen Massey, “A Global Sense of Place”,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2001), p. 152



- 57 -

그림 2-10 글로벌 네트워크는 역설적으로 결절점으로서 주요 
도시와 함께 구성된다. 출처: http://socialwelove.com/

체와 장소 간의 동일시는 글로

벌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공동

체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얼마

든지 형성되고 해체될 수 있다. 

심지어 공동체와 장소가 일치하

는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고 해

도 그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그 장소는 개별적으로 상이하게 

경험된다. 더 이상 공동체는 반드시 ‘지리적’ 장소와 일치하지 않으며 구성

원의 정체성도 결코 단일하게 묶이지 않으며 다층적인 내적 구조를 맺고 있

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상이

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장소 혹은 로컬리티’에 대해 어떻게 사고해야하

는가?”라는 것이다.70) 이는 곧 단일한 중심이나 정체성 그리고 확고한 경

계선이 없이 우리가 장소를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시공간 압축과 글로벌화로 인한 유동성과 불안정성은 하비가 지적한 바와 같

이 오히려 일종의 피난처로서 ‘장소’를 반동적으로 불러들인다. 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닻을 내릴 장소, 나를 확인시켜줄 울타리로서의 공동체(비

록 가상적일지라도)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장소가 문제가 되는 대도시 환경은 

오제의 지적처럼 대부분 비-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

동적이지 않으면서 외향적인 장소 개념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이 매시의 핵심적인 질문인 것이다. 

이에 대해 매시는 각 ‘장소’는 중심이나 경계선의 내부가 아닌 사회적 관

계가 교차하는 네트워크, 이동, 커뮤니케이션의 교차지점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장소를 ‘경계를 가진 영역’으로 사고하는 대신, “사회적 관계와 이해의 

네트워크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된 순간”으로 사고하길 촉구한다.71) 이는 

69) Doreen Massey, op. cit., p.153

70) Doreen Massey, op. cit., p.151

71) Doreen Massey, op. cit.,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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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영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닌 ‘순간’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소의 고유성은 확고한 경계의 중심이라

는 내부에서 발생되기보다 그 경계와 영역을 넘어 더 광범위하고 더 지역적인 

사회관계들이 혼합되는 거점이라는 사실로부터 생겨나야만 한다. 그리고 매시

에 따르면 장소감이란, 장소와 그 장소 이외의 장소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구성될 수 있는 장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네트워크이고 경로이

며 교차로서 장소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지구적 감각, 즉 지구적 장소감”이다.72)

이를 위해 매시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듯이 전 지구에 걸쳐있는 다양

한 물리적 이동과 정보의 이동 그리고 사회관계까지 모든 차원에서 세계를 연

결하여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세계를 공중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경계를 넘어 관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식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중에서의 조망은 근대적 계획가들이 도시와 사회를 보던 시각이었

다. 르 코르뷔제가 비행기에 그토록 매료되어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지금까지와

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근대적 경험과 

전망을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공중에서의 전지적 관점은 

영웅적 모더니즘의 특징이었으며, 결국 미시적 차원, 거리와 땅에서의 시각과 

신체가 땅과 물체에 직접 닿는다는 촉각적 차원을 잃었다는 모더니즘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그렇다면 매시가 주장하는 바는 단지 모더니스트의 공중에서의 관점을 우주적 

관점으로 더 광역화한 것일 뿐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매시의 지구적 장소감이 주장하는 바는 글로벌화가 불러오는 반동적 장소화는 

반드시 경계 긋기를 전제하기 때문에, 장소를 경계의 내외부를 가진 개념이 

아닌 네트워크 혹은 경계 자체로 사고하길 촉구하는 것이다. 즉 장소가 그어

진 경계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장소를 경계 자체로 보는 차이가 있

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장소가 이미 획득되고 성립된 것, 그것이 사회적 

공동체의 규칙으로서 견고하게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보다, 항상 경계로

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장소를 사고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네트워크로서의 장소란 장소를 항상 작용하고 있는 동적인 상태로 사고하는 

것이 된다.

72) Doreen Massey, op. cit.,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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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전자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인종·성별·취미·정치적 성향·소

비취향 등이 분명 지리적 동일화에 기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의적인 연계

와 공동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지 지리적 영역에 묶이지 않

았을 뿐 그러한 네트워크 자체는 분명 ‘공통의 관심과 동의’라는 것을 위

해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비-장소나 장소상실이 아닌 ‘지구적 

장소감’으로 다시 장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再장소화가 영웅적 

관점으로 혹은 반동적 경계로 환원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가 끊임없이 해체

하고 재생성하는 관점의 복수화와 순간적 시간이라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들 논의를 정리해보면 장소에 대한 공간적 개념은 경계·영역·네트워크로 

설명할 수 있고 로컬과 글로벌의 관계는 공간적으로 이들 경계·영역·네트

워크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로컬과 글로벌은 끊임없이 

관계를 재생성하고 있는 상보적 관계성을 가진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지구적인 공간재편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에 대해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Sasskia Sassen)은 글로벌 시티라는 개념을 

통해 글로벌화가 초래한 공간적 특징을 설명한다.73) 사센에 따르면 글로벌화

는 장소나 국가의 개념을 단순하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시티의 

존재는 이 같은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런던, 뉴욕, 도쿄와 같은 글로벌 

시티들은 각각 국가적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세계의 금융허브로서 강

한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73) 글로벌화와 글로벌 시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Sasskia 

Sassen)은 글로벌화가 로컬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세계도시론』(The 

Global City : New York, London, Tokyo, 1991, 2001)을 통해 글로벌화는 단순히 지역도시

나 장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의 공동체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글로벌 시티를 생산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글로벌 시티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두 가지 스케일의 합성이

다. 글로벌 시티는 오래된 위계와 기능을 기각하거나 중성화하는 동시에 국가나 국경의 개념(로컬) 

또한 이러한 중성화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또 그녀는 “198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글

로벌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각 도시를 특화시키는 도시의 전문성(로컬)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

졌다”고 지적한다. 그녀의 주장은 글로벌 시티에서 로컬과 글로벌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Saskia Sassen, “global city”, in : Manuel Gausa, 

Vicente guallart, Willy müller, Federico Soriano, Fernando Porras & josé Morales(eds.),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ACTAR(2003), p.263와 2010년 글로

벌서울포럼의 기조연설  ‘오늘날의 글로벌 도시: 전문화의 장점과 금융화의 비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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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오제는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의 

재판(2nd edition) 서문에서, 초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글로벌화의 사회적 조

건에 대한 사고를 덧붙인다.74) 오제는 글로벌화(globalization), 도시화

(urbanization),  스타건축가의 브랜드 건축, 그리고 ‘여기(here)’와 ‘다

른 어딘가(elsewhere)’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것을 지적하며 결국 건축

가와 예술가들은 ‘비-장소의 아름다움’을 찾아야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서

술한다. 앞서 살펴본 이동성의 영향은  오제가 비-장소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는 동선, 소비,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의 확산이라는 도시화를 가져오고, 시

청각 기술과 공간 조정(spatial fix)은 국경의 약화를 전제로 하는 글로벌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제에 의하면 글로벌화는 균질화와 배제 둘 다를 생산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경의 개념은 단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풍부하게 살아있다. 단지 그것이 구획과 분리를 의미할 필요가 없어진 것일 

뿐이다.

결국 로컬과 글로벌의 관계는 보다 다층적으로 얽힌 쌍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구획과 분리의 경계에 관한 사고를 네트워크적 사고

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한다. 구획과 분리,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들은 도시의 

물리적 변화에 연관되어 있다. 이동성에 의한 공간 조정이 구체적으로 도시공

간에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지를 데이비드 하비는 시공간 압축이 자본의 회전

율과 이윤율에 가져오는 이득과 한계를 분석하며 밝힌 바 있다.75)

고속도로망과 고속철도네트워크가 가져온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와 증가

는 실질적으로 땅의 구획과 분리의 기제를 수반한다. 이들 인프라스트럭

처 네트워크는 도시를 가로지르며 다른 도시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만 

인프라 주변의 지형을 파괴하고, 분리하며 재조정한다.

교통인프라는 도시 내부에 새로운 결절점을 형성하고, 도시 외부로 뻗어

나가면서 결절점으로서 지방 도시들을 육성한다. 결과적으로 경계의 분리

와 확산이 반복되는 공간적 조정은 교통망을 따라 퍼져나가면서 도시들의 

74)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의 초판은 1995년에, 재판은 2009년

에 출판되었다. 마크 오제는 14년간 심화된 글로벌화의 조건에 대하여 재판의 서문에 상세히 덧붙

이고 있다. 초판에서 그는 비-장소의 개인의 고립성에 치중한 반면, 재판 서문을 통해 그러한 개

인도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에 놓인다는 점을 로컬과 글로벌의 쌍을 이루는 관계(이는 본 연구가 

앞 절에서 다룬 것과 같은 관점)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제시한다.

75) David Harvey, 구동회 외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19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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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절단의 요소였던 철도역이 다시 도시 
조직과 동화되며 광장을 이루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Terry Farrell, London Station 
광장계획안, 출처: British Transport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는 로컬화가 확장과 재구성의 연쇄 작용으로 구

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기에 정보미디어 기술과 항공 이동성이 가세하

여 비가시적 인프라 네트워크에 의한 공간 조정이 수반되는 것이 글로벌

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범위는 개념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중심과 

주변, 구획과 네트워크의 관계는 글로벌 시티의 변모에 따라 항상 재구성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경계가 완전히 소멸한다거나 중심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시나 국가의 옛 경계가 이동성이나 정보미디어 기술로 인해 쉽게 

극복되는 것은 경계　자체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철도 네트워크가 

도시의 경계를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철도역을 도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시

키듯이 정보미디어 기술은 越境(국경을 넘는 것)을 물리적 저항 없이 가능하

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사회적 정체성의 범주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중성의 현실은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약화시키고 ‘여기’와 ‘다

른 어딘가’의 구분도 그렇게 만든다.76)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 ‘다른 어딘가’는 미개발된, 이국의,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의 개념은 중심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어딘

가’는 경계 바깥의, 아주 먼, 그리고 오래된 것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시대에, 비-장소는 항상 ‘여기’와 ‘지금’을 제시한다.  

‘다른 어딘가’의 것은 타자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비-장소가 속한 도

시의 옛 것 혹은 비-장소가 중재하고 있

는-아주 멀지만 곧 다가올 원격의-다른 

도시의 옛 것을 말한다. 이 때 로컬한 도

시적 속성은 비-장소를 통해 다른 로컬

한 것과 중재되는데 이들 모두는 글로벌 

문화의 도시공간으로 중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소는 로컬한 것들 사이의 

‘사이공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절

점으로 나타난다. 

76) 이에 대해 마크 오제는 글로벌한 세계에서 ‘글로벌한 것’은 내부적 관점이고, ‘로컬한 것’은 

외부적 관점이라고 서술한다. 즉, 글로벌과 로컬이 쌍을 이루듯이 내부와 외부 또한 그러하다. 즉, 

내부의 약화가 반드시 외부의 강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함께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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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크 오제의 비-장소

2.3.1. 장소와의 관계

 비-장소는 인류학자 마크 오제가 글로벌화의 영향 하에 있는 현대인의 삶의 

공간들을 인류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전통적인 ‘장소’로 

여길 수 없는 현대 도시의 공간들을 진단하기 위해 마크 오제는 인류학적 장

소의 개념과 대비하여 비-장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오제는 

“만약 장소가 관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체성과 연관하여 정의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공간은 비-장소가 된다.”고 비-장소를 설명한다. 이는 

장소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들의 성격을 조명함으로써 비-장소를 설

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장소와 ‘비-장소’의 미묘한 차이들이 선택된 몇

몇 사례 관찰을 통해 상세하게 묘사되는 반면, ‘비-장소’의 구체적인 양상

이나 명확한 물적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소 개

념과 마찬가지로 비-장소 개념 또한 위치와 건축공간이라는 물리적 요소와 

경험, 지각, 관계, 소통양상 등으로 형성되는 의미적 요소 그리고 이들 요소

의 지속성이나 역사성에 관련된 시간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77)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특히 쟁점으로 다루는 부분은 ‘건축공간과 의미적 요소’ 사이

의 영향관계이다.78) 그런데 오제의 ‘비-장소’개념은 인류학적 장소와 대비

되는 ‘의미적 요소’의 설명에만 치중하고 있어 ‘비-장소의 공간들’의 물

77) 장소 개념에 관한 정리는 본 연구의 2.1.1절을 참고.

78) 장소론의 한계나 장소의 해체 문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지속적 시간성에 관한 부분

이다. 뿌리내림의 삶에서 뿌리뽑힘의 삶으로의 전환은 공간에 뿌리내리는 지속적 관계성의 해체이

자, ‘뿌리를 내릴’ 시간의 축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는 이동의 삶이 가진 일시적 성질

이 우세한 시간성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 자체의 본질이 시간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의식(ritual)과 신

화이며, 이것이 장소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지속시키며 불가항력적 현재로 만든다고 말

한다. 즉, 시간성은 렐프의 지적대로 장소 자체의 본질은 아니다. 다만 지속적 시간과 일시적 시

간의 특징은 사회적 관계성을 발현하는 장소의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건축공간과 의미 요소’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며, 시간성의 문

제는 건축공간과 경험 사이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특징적 차원의 주요한 요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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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형식과 그것에 영향받는 경험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는 건축공간과 장소경험 사이의 연관

성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오제의 비-장소에 관한 서술을 참고로 하여 비-장

소의 공간적 특징들과 그 공간의 특수성이 생산하는 경험의 관계를 밝힐 것이

다. 따라서 먼저 오제가 관찰한 비-장소의 양상들을 공간적 층위와 경험적 

층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소와 대비되는 비-장소의 양상들이 드

러나는 지점들을 공간과 경험의 상호적 영향관계의 측면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것이다.

(1) 인류학적 장소와의 대비

 비-장소를 드러내기 위해 오제는 먼저 인류학적 장소의 특성을 정의한다.79) 

그에 따르면 인류학적 장소(anthropological place)의 세 가지 특성은 정체

성(identity), 관계(relations), 역사(history)이다. 

 이를 앞서 살펴본 장소론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때, 장소가 관계적이고 역사

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은 나와 타자 그리고 공간과의 얽힌 관계가 지속적 시간

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며 또한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정체성이란 바로 그러한 나-타자-공간 사이의 역사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위치를 알고 있음을 뜻한다. 

 그에 비해 비-장소란 관계의 지속성과 공유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동속도가 초래하는 공간적 경계의 해체와 일시적 시간성은 관

계성의 변화와 불안정성의 원인이 된다. 이동성의 속도와 이동기계의 공간적 

경험은 일시적 시간성과 대리적 소통성이라는 특징을 낳기 때문이다.

 오제에 따르면 비-장소에서의 관계성은 단독성, 계약성, 그리고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기호에 의한 소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관계들은 

역사로 연결되지 못하고 항상 현재로 환원되는 시간성을 나타낸다.

즉, 인류학적 장소의 특징과 대비하여 볼 때 장소와 비-장소를 가르는 큰 척

79) Marc Augé,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Verso(1995),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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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소 인류학적 장소

통과교통의 실재
(reality of transit)

임시수용소, 환승객
residence or 

dwelling
주거 혹은 거주

나들목
(interchange)

아무도 다른 사람의 길에 
끼어들지 않음

교차로
(crossroads)

사람들이 서로 만남

승객
(passenger)

종착지가 있음
여행자

(traveler)
자기의 길을 따라 

걸어감

거주지역
(housing estate)

새로운 거주의 그룹, 더불어 
살지 않으며 어떤 곳의 

중심도 아님

기념비
(monument)

사람들이 공유하고 
기념함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코드, 이미지, 전략과 결부됨
언어

(language)
입으로 말을 함

 참조임 5장 시작표 2-5 비-장소와 장소의 비교, Augé(1995), p.107~108 참고
 참조임 6장 시작

도는 ‘관계성, 시간성(역사), 장소에 연관된 정체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 장소의 거주와 뿌리내림에 근간한 공

동체적 관계성이 이동성과 계약성의 관계성으로 변화한 것을 지적한다.80) 또

한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공유되어온 경험을 일시적이고 단독적인 

경험으로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에는 관계를 매개하는 소통방식의 추상화가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오제가 ‘비-장소의 공간(space of non-places)’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장소와 비-장소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형상

은 바로 공간적 차이에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 장소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규정되듯이 중심과 다른 중심과의 관계와 교차로 표현되고, 이는 선(line), 선

들의 교차, 교차의 지점으로, 즉 경로(route), 교차로(crossroad), 교차점

(node)으로 나타난다.81) 

 보다 자세하게 오제가 비-장소를 정의하기 위해 인류학적 장소의 특징들과 

비교한 내용은 <표 2-5>에 정리하였다.

표를 보면 인류학적 장소는 거주의 상태 혹은 거주지, 자기의 경로를 만들며 

이동하는 여행자, 그들이 교차하고 입으로 말을 하며 만나는 소통의 상태, 혹

은 그러한 상태를 수용하는 거주지나 기념비와 같은 물리적 공간을 나타낸다. 

80) 오제는 이동성과 자본주의가 초래한 ‘과잉(Excess)’의 3 가지 형상이 수퍼모더니티의 대표적

인 공간들인 비-장소를 특징짓는다고 주장한다. 그 3가지 형상이란‘시간(역사의 의미 약화 혹은 

부재), 공간(비-장소들의 과잉), 그리고 개인(텍스트와 관계하고, 자기자신이 곧 세계인 개인)’을 

말한다., Marc Augé, op. cit., p.30

81) Marc Augé, op. cit., 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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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비-장소는 임시적 거주의 상태 혹은 계약에 의해 임의적으로 모여 

사는 교외 거주지, 종착지가 확실하고 단지 통과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승객, 

그러한 이동 중에 서로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고 단지 스쳐지나갈 뿐인 나들목

(interchange), 그리고 스쳐지나가는 중에 서로를 시각적으로만 인지하게 되

는 상황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image, code)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이 분석에서 장소와 비-장소를 가르는 지점들은 서로 중첩되는 면이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거주와 기념비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공유’와 ‘기념’인데 이 둘은 모두 지속적인 시간에 기반하고 있다. 또 

여기에 ‘입으로 말을 함’과 ‘서로 만남’이라는 것이 결부된다. 지속적 

시간과 발화에 기반을 둔 만남과 소통이 거주지와 기념비라는 공간물로 나타

나는 것이다. 그리고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이동하는 상태는 ‘여행자’라는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여행자는 승객과 대비하여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명확해

진다. 승객은 타인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의 경

로를 지시할 수 없다. 승객에게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정보와 그 사이 걸리는 

이동시간만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승객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교통

수단에 탑승할지를 정하고 그것과 임시적 계약(승차권 구매)을 맺음으로

써 비로소 승객이 된다. 그에 비해 여행자는 계약 상태로부터 자유로운, 

혹은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행자는 수동적인 상태로 

계약과 교통수단의 내부에 묶여있는 승객에 대비해 자신의 경로를 스스로 

구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다. 즉, 승객과 여행자는 모두 이동하는 상

태에 놓여있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계약 여부와 수동성이다. 또한 

이 둘의 대비는 이들이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입으로 말

을 함’과 ‘코드, 이미지, 전략’에 결부된 커뮤니케이션의 대비가 그것이다. 

빠른 속도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승객의 경험은 도로변 풍경을 파노라마적

으로 지각하는 시간의 경험이며,82) 군중 속의 침묵과 독서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 접속하는 경험이다.83)

82) 자동차 속도의 경험과 도로 풍경 그리고 code, image 의 관계에 대해서는 Robert Venturi의 

라스베가스 연구가 유용하다. 벤츄리는 미국의 도로와 상업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sign, code, 

image들의 풍경이 자동차 문화의 산물이라고 본다. Robert Venturi, Steven Izenour, Denise 

Scott Brown, Learning from Las Vegas - Revised Edition: The Forgotten Symbolism 
of Architectural Form, The MIT Press(June 15, 1977)를 참고

83)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그의 저서 『살과 돌』에서 증기기관차의 경험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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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요소
장 소 비-장소

축적된 시간  Route 공간 일시적 시간  inventory 공간
정체성 승객 여행자
행위 거주, 공동체 이동·순환·통과·점유·접속
교차 crossroad. 만남. 공유. 기념 interchange. 이동 중의 스침. 계약

소통의 매개 node84), 발화 계약, 커뮤니케이션

 참조임 7장 시작표 2-6 마크 오제의 장소와 비-장소의 설명에 따른 특징들

따라서 인류학적 장소에 대비한 비-장소의 개념을 정체성, 관계, 역사와 관

계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장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승객의 은유로 설명된다. 승객이 타자나 

사회에 대해 맺는 관계는 탑승권과 같은 임시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

한 계약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코드, 이미지, 전략에 결부된-과도 상통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나와 타자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추상적 매개

체와 나의 관계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 관계는 나와 계약이 매개하는 

다른 나 사이의 단독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공유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유와 

발화소통의 측면이 부재한 것은 인류학적 장소의 역사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오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장소를 세부화한다. 

그에 따르면 비-장소는 ‘이동・통과교통・순환이 지배하는 공간’, ‘단독

의 계약성’을 창조하는 공간 그리고 ‘기호 혹은 기술이 지배하는 공간’으

로 다시금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장소의 정체성, 관계, 역사에 대비해 비-장

소를 개념화한 것은 비-장소의 성질에 해당하며 그러한 성질은 오제가 비-장

소의 공간들이라 부르는 구체적인 현대도시의 공간들-고속도로, 호텔, 공항, 

수퍼마켓, 쇼핑몰 등-이 발현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다. 이 지점에서 오제는 

비-장소성과 공간의 관계를 해명하기 전에 먼저 장소와 공간의 관계를 탐색

한다.

국 익명의 군중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불안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접촉에 대한 불안은 시선을 창 

밖 풍경이나 책으로 돌리는 새로운 행동방식-파노라마적 지각의 지배와 독서-을 낳았다는 것이

다. Richard Sennett, 임동근 역, 살과 돌 :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문화과학사(1993), p. 

84) 많은 경우 node는 네트워크 상의 결절점을 의미한다. 유럽 철도 네트워크 상에서 철도역이 node

에서 place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루카 베르톨리니의 경우 node와 place를 대비시켜 node

를 교통과 흐름에 결부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오제가 node를 인류학적 장소를 설명하는 용어

로 사용하는 것은, 그가 비-장소를 기존의 장소 개념(정주와 멈춤과 뿌리에 기반한)에 대한 반대

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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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장소의 공간

 지금까지 ‘장소’의 개념은 주로 공간에 대비하여 설명되어 왔다. 추상적이

고 절대적인 공간에 대해 질적이고 상대적인 장소는 역사적이고, 땅에 속박되

고, 개인과 세계의 관계를 그 역사와 땅에 묶어놓았던 개념이라면, 공간은 脫

역사적인 것 그리고 실체로서 질을 가진 땅으로부터 개인과 세계를 해리시키

는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오제는 장소와 공간은 대립항이 아니며, 장

소와 비-장소 또한 그렇다고 단언한다. 그는 미셀 드 세르토의 ‘장소와 공

간’에 대한 정의를 끌어들여 비-장소와 공간의 관계를 사고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미셀 드 세르토는 “공간은 자주 다닌 장소이며, 움직이는 신체의 교차”라고 

하며, 기존의 공간-장소의 개념적 관계를 변형시킨다.85) 특히 공간은 ‘움직

이고 있는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장소의 애니메이션’인데 추상적이고 중립적

인 場이나 거리(distance)로서 공간과 구획과 경계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결

합해있는 장소에 대한 관념을 뒤집는다. 공간은 움직이는 신체와 함께 장소를 

구성하며 나타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행자는 거리(street)를 공간으로 변

형시키는 것이며 이 때 거리는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기하학적으로 정의된 장

소이다. 세르토에게 장소는 이미 의미로 설립되어 권력이 되어버린 기존의 맥

락이며 이들 장소에서 움직여 다니는 신체들이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이 공간

이 되는 것이다. 

 즉, 장소는 이미 설립된 요소들의 조합으로 바라보기(seeing)의 대상이 되

며, 공간은 일상적 움직임을 통해 장소가 변화한 것으로 행동하기 혹은 걸어

가기(doing)의 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소는 고유한 것(proper), 

설립된 질서를 가진 것(map)이라면, 공간은 움직이는 것(movement), 질서를 

교란하고 생산하는 것(operation)이 된다.86) 

85) 드 세르토는 장소와 공간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 세르토는 걷기와 같은 발화행위를 

통해 (일상적 실천을 통해)장소들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생

각하는 공간은 사회학적 실천의 공간으로 지배적 의도에 점령당한 혹은 의미가 고착된 장소들을 

개인의 실천을 통해 다시 전유하는 ‘공간’이다., 인용은 Augé(1995), op. cit., p.79-80를 참

조.

86) Michel de Certeau, M.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trans. M. B. Smith). Berke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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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드 세르토가 장소는 지도에, 공간은 여행에 대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의 핵심은 장소가 지점들 간의 위치관계와 조직으로, 동

결된 이미지로, 바라보기라는 시각적 조망으로 인식된다면, 공간은 장소 곧 

지도 위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소는 이미 의

미가 수립되어 제공된 이미지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것을 내포하고, 

공간은 그렇게 제공된 장소 이미지 사이를 움직이며 다른 의미로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공간의 서사를 내포한다는 결과에 당도한다.

오제는 장소와 비-장소를 구분하기 위해 드 세르토의 ‘장소-공간’ 개념을 

가져오긴 하지만, 장소에 대한 입장은 드 세르토와 달리 ‘인류학적 장소’라

는 점을 확언한다. 이 인류학적 장소는 삶과 여정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

는 움직임을 기술할 ‘공간’이라는 단어를 허용하는 장소이다. 

드 세르토의 관점에서 장소가 지도와 텍스트로 설립된다면, 텍스트 사이를 쫓

는 읽기는 행간의 의미로 가득 찬 공간을 낳게 되지만 이 지점에서 오제는 

“책은 읽히기 전에 쓰이고, 하나는 그 자신이 되기도 전에 다른 장소를 통과

한다”87)는 점을 들어 장소 자체에 다층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낸다.88) 

또한 오제는 드 세르토가 일상적 실천의 전술로서 제안한 ‘공간’과 공간의 

서사라는 개념 위에 ‘여행자의 공간’이 갖는 움직임과 시선의 관계를 덧붙

인다. 따라서 드 세르토의 장소는 ‘의미가 수립된 장소’(그러나 아직 실천

적 전유가 일어나지 않은 제도적 장소)이며, 공간은 ‘실천된 장소’가 된다. 

마크 오제는 바로 이 공간, 실천된 장소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비-장소의 공

간은 ‘실천된 장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질인 것이다.

실천된 장소로서, 비-장소의 공간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과교통(transit)과 

순환(circulation)의 공간, 단독의 계약성(solitary contractuality)을 낳는 공

간 그리고 기호(sign, image, code)와 기술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 공간이라

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115

87) Marc Augé(1995), op. cit., p.67

88) 드 세르토에게 장소의 고유성이란, 장소에 붙은 이름 때문이다. 이 때 고유성이란 장소의 특수하

고 개별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장소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름)으로부터 설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개념이며 드 세르토는 non-place라는 용어를 장소

의 이런 면을 지적하는데 사용했다. 오제는 여기에 층위를 덧붙인다. ‘타자의 법칙(이름)에 의한 

장소’의 외부에서 이름을 통해 장소를 인식하는 것과, 이름을 통해 상상된 장소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름을 통해 상상된 장소를 상상하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비-장소), 이것이 이름붙은 

장소와 비-장소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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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비-장소’ 개념은 무엇보다 이동성, 가상 커뮤니케이션, 소비문

화의 결합의 결과로 나타난 현대도시의 수많은 공간들-대형 쇼핑몰, 수퍼마

켓, 고속도로, 공항, 호텔체인, 주유소 등-을 단지 ‘상실된 것’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

가 있다. 글로벌도시를 중심으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해가는 비-장소의 공간

들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하는 현대인에게 비-장소가 어떤 의미인

지를 탐구하는 것은 현대적 삶의 공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

기 때문이다.

2.3.2. 비-장소의 공간적 특징

 비-장소는 교통-소비-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이들 세 요소는 현대의 글

로벌화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비-장소의 공간들을 확산시키는 요인이자 그 

공간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동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사회의 ‘장소’가 

변형되고 파괴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 고찰들이 있었지만, 마크 오제는 이동성

이 장소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이동성의 공간이 ‘인류학적 장

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소를 

관찰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로 비-장소를 바라본다. 

비-장소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정보 이미지들의 흐름을 위해 건설된 공간들

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그것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척도”89)가 될 수 있다

는 가정은 이동성의 직간접적인 영향의 결과로 나타난 공간들이 현대적 삶의 

양식과 경험들의 배경인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환경이라는 전제로

부터 성립한다. 또한 마이클 소킨(Michael Sorkin)이 지적하듯이, 교통수단 

혹은 그것들을 위한 공간은 모두 현대적 삶의 특정한 측면을 강화하고 보급하

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은 급속하게 세계의 새로운 공간이 되어왔다.-단지 자동차 좌석이나 버스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 영역으로 정의되는 장소이며, 보류와 불확실성의 

89) Marc Augé(2008), op. cit.,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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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자 빠르게 지나가는 조망의 공간이다.90)

 따라서 이동성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형식인 교통공간이 비-장소의 

공간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특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제에 의하면 비-장소는 무엇보다 통과교통(transit)과 순환(circulation)이 

지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가 전형적인 비-장소로 제시한 수퍼마켓과 대형

쇼핑몰은 사물과 소비자의 이동공간이며, 호텔은 여행자의 숙소이며, 공항과 

철도역 그리고 고속도로는 여행의 출발과 도착 그리고 이동 그 자체의 교통공

간이다. 여기엔 소비자, 여행자, 승객, 주말운전자라는 기능적인 정체성을 공

유하는 사람들과 상품, 그리고 상품이 된 장소들이 있다. 소비는 교통망을 따

라 도시의 외부로 전이되며 교외를 형성하고 도시 내부의 거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더욱 멀어진 거리와 상품화 과

정이 가져온 아우라의 상실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중재되는 경향을 심

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91)92)

 이러한 비-장소의 본질적인 공간성이 이동성의 교통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이유는 교통은 사람과 사물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고 끊임없이 이들을 물리적 

세계에서 재배치하는 직접적인 수단이자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소론의 

위기가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 정주성의 삶에서 이주와 이동의 삶으로의 전환

에서 비롯된 것과 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비-장소의 문제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통근, 여행, 이주 등-

에 관련된 공간으로부터 발생한다. 오제는 비-장소는 여행자의 공간이라고 

진술하며 비-장소의 근본적인 특성은 거주가 아닌 여행 즉 이동하고 있는 상

90) Michael Sorkin, ‘The Architecture of Air Travel,’ New York Times, 14 April 2002, 

6

91) 속도는 시공간을 압축하였지만, 동시에 생활반경을 극도로 넓히기도 하였다. 자동차와 고속도로의 

확산으로 원거리 통근을 전제로 한 교외도시개발과 교외적 라이프스타일이 새롭게 형성된 것이 좋

은 예이다.

92)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는 “어떤 예술작품이나 물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혼, 모방할 수 

없는 특유의 기운, 창조성이 유일무이성, 즉 다른 것과는 다른 한 예술작품의 고유한 특성 혹은 

미적 아름다움”을 말한다. 벤야민은 당시 복제기술(사진, 영화 등)이 원본을 아무리 똑같이 복제

한다고 해도 거기엔 “예술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예술작품이 지니는 일회적 현존성” 

즉, 아우라(Aura)가 없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사물이 자신의 장소로부터 떨어져서 소비공간에 

전시되는 상품화의 과정은 사물과 장소의 아우라를 상실하게 한다. (부연할 것), Walter 

Benjamin, 최성만 역,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도서출판 길, 2007 참

고



- 71 -

태에 있음을 제시한다.93) 드라이브, 고속열차를 타는 것, 비행의 경험은 그 

자체로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소의 공간은 고속열

차나 자동차 공간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이동을 위해 조성된 도로와 

같은 직접적인 교통공간이기도 하며, 역이나 터미널과 같이 교통흐름을 중재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즉, 공간적으로 비-장소는 여행의 흐름을 직접 담당

하는 도로이면서, 흐름을 잠시 저장하는 단자(驛)이고 동시에 여행 자체를 구

성한다. 그리고 이동하고 있는 상태를 다루는 ‘흐름의 공간’은 거리

(distance), 볼륨, 영역들 사이의 컨버전이며, 이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

트워크로 확장된다고 오제는 말한다.94) 

그런 점에서 이동과 순환이 지배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장소는 

우선적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순수한 이동의 공간이다. 도로와 같은 인프라스

트럭처 공간은 에드워드 렐프에 의하면 “지역성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고 

이전 시대의 거주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는” 경관을 특징으로 하며 교외개발

거주지, 의식적 근대건축, 새로운 고속도로망, 현대적 공항 등에서 나타나는 

이성과 성찰의 경관이다.95)  고속도로가 제공하는 속도의 경험은 “스피드의 

마력에서 드라이브의 즐거움으로의 전환”96)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라

는 이동기계가 일종의 유사-집과 같은 사적 환경을 통한 경관 경험을 제공한

다. 

그 다음으로 이동에 관계된 공간은 이동을 위한 탑승과 대기 그리고 교통수단

의 교환을 위한 역이나 터미널 혹은 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한 부산물적인 교통

시설-주유소, 휴게소, 요금소 등-이다. 역이나 터미널은 교통수단의 교환을 

위한 대기적 성격의 공간으로, 수 많은 사람들의 익명적 흐름이 교차하지만 

소통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단지 공간을 함께 점유하는 공적 관

93) “The traveller’s space may thus be the archetype of non-place”, Marc 

Augé(2008), op. cit., p.70

94)  흐름(flow)은 계속되는 이동(movement)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동은 이동하고 있는 

개체에 집중되고, 흐름은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동하는 것들의 연속을 총체적

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흐름의 공간이라는 용어는 오제도 사용하고 있다. 다

만, 마뉴엘 카스텔이 개념화한 ‘space of flow’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지의 여부를 오제

가 밝히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은 움직임과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를 지시할 때 사용하

고, 흐름은 이동의 상태가 연속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흐름의 공간이라는 용어는 흐름이 작용하고 

수용된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95)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256

96) Roland Barthes,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현대의 신화: Mythologies, 동문선, 1997,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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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경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교통공간은 아니지만, 이동성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의 

공간적 결과물로서 쇼핑몰과 같은 대형소비공간과 여행에 관련된 임시거주공

간-호텔, 모텔 등-을 들 수 있다. 쇼핑몰은 자동차와 고속도로 등 이동성의 

영향으로 형성된 교외(suburban)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성과 도시적 일상의 요

소들의 재현을 통해 인위적 커뮤니티 공간을 생산하려는 시도로서 나타났

다.97) 쇼핑몰이나 대형수퍼마켓 체인들은 앙리 르페브르에 의해 정교하게 구

성된 소비조작의 관료사회가 생산하는 ‘일상성’과 그러한 일상이 상품이나 

기호로 추상화되는 현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98)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은 이동 중의 임시거주 혹은 집이 아닌 도시에서의 공적 거주를 위한 공

간으로서 소비・계급적 이미지로 기호화된 공간의 사적 점유권이라는 시간양

식을 판매한다. 

결과적으로 교통흐름을 위해 조성된 공간들은 이동속도에 근거한 관계가 초래

하는 특수한 공간형식과 경험을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은 3장에서 실제 도시건축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자세히 밝힐 것

이다.

2.3.3. 비-장소의 경험적 특징 

(1) 단독적 계약성 : 관계성

 오제에 따르면 비-장소는 ‘단독의 계약성(Solitary Contractuality)’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정체성을 부여하고 관계적이며 역사적인’ 특징을 

갖는 인류학적 장소와는 달리 비-장소는 이동의 특질에 기대어 새로운 관계

를 직조해내는 곳이다. 

97) “교외는 도시 외부의 완결된 지역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으로 도심에 부

속된 장소로 근접해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모빌리티에 의해 연결되는 원거리의 지역이라는 이중적 

상황을 내포한다.”, 홍지학, “복합도시건축의 교외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p. 

17

98) 일상의 상품화와 기호화에 관해서는 Henri Lefebvr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200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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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소가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일정 수의 개인들이 그 장소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통해 자기를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관

계적이라는 것은 일정 수의 개인들-그 장소에서 자기 확인과 자기 규정을 행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관계를 그 장소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역사적이라는 것은 그 장소를 차지한 사람들이 지난 

날의 사람들이 이주하고 정착할 당시의 여러 가지 흔적을 그 장소에서 인지하

고, 어떤 출신의 표징을 거기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99)

따라서 장소는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맺는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그 장소를 차지한 다른 사람

들에 대해 맺는 관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장소와 공통

된 역사에 대해 맺는 관계”를 갖는다. 즉, 장소가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장소를 통한 관계들 속에서 자기를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에 비

해 비-장소는 ‘단독의 계약성’을 통해 형성된 단독적인 정체성을 부여한다

는 점에서 비-장소는 ‘계약적 정체성’을 획득한 개인들의 공간이 된다. 따

라서 그러한 비-장소는 장소와는 다른 양상의 정체성, 관계성, 역사성으로 

정의되는 공간이며, 상징화의 정도도 매우 약한 공간이다. 

 우선적으로 이동성과 여행은 장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 시간이나 소속

감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제가 비-장소를 이동과 순환의 흐름의 성

질이 가져오는 ‘순식간의, 일시적인 그리고 단명하는 것’으로 사고하고 있

듯이 단명성(ephemeral)과 일시성(temporality)은 역사에 기반을 둔 정체성

을 형성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극도의 이동성은 ‘기원이 있는 장소’ 자

체에 의문을 표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무엇인가 즉, 

프라이버시, 내부성-내면성, 가정성(domestic), 내밀성, 시민사회란 무엇인

가” 라는 새로운 질문까지도 추가하기 때문이다.100) 

특히 휴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은 근접소통의 필요를 약화시키고 신체가 어

떤 집단에 속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구획의 장소의 내부에 속하지 않

고도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비-장소는 이 같은 흐름 속

99) Marc Augé, Pour une anthropologie des mondes contemporains, Aubier, 1994; 요시하

라 나오키, (吉原直樹), 이상봉 외 역, 이동성과 장소: 글로벌화와 도시공간의 전환, 심산(2010), 

p. 75에서 재인용

100) John Rajchman, 「The ’Place’ of Architecture in Philosophy」, Anylpace/장소의 논
리, CAPress현대건축사, 2003,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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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나 타자

공간

나

타자

장소의 관계성: 
지속적 공동체

비-장소의 관계성: 
단독적 계약성

경계: 구획/내부 매개체: 기호, 경계

그림 2-12 장소와 비-장소의 관계성의 공간형식

에 떠다니는 현대 세계의 개인적 신체의 정체성이란 과연 어떻게 변화한 것인

가? 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관찰의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비-장소의 개인은 거주자가 아닌 여행자(방문자)이기 때문에 자신

이 방문하고 있는 그 장소와 어떤 시간적 연계 속에 있지 않다. 또한 여행자

는 자신이 떠나온 곳과 방문하는 곳 사이에 움직이는 상태로 속해있다. 또한 

이동하는 상태로 경험되는 비-장소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사이

에서 경험되는 곳으로 어디에도 속해있다고 볼 수 없으면서 개인의 의식 그 

자체만을 주장하게 하는 곳이다.101) 이는 비-장소의 경험을 중재하는 기호와 

기술에 의해 강화되어 개인은 공간 혹은 함께 속한 타자와 대리적 관계를 맺

게 된다. 특히 재화나 공간의 소비에 관련된 여행・소비・임시거주를 담당하

는 공간들은 특정 상품과 공간사용권 혹은 시간까지도 계약을 통해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그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 대리자 간의 단독적이고 추상적인 관계

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비-장소에서 개인은 추상적인 기호로 제

시되는 타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대리적 타자로 제공되는 기호

나 미디어 혹은 공간 그 자체의 현상과 관계하게 된다. 

101) 여행의 본질적 목적은 개인의 정체성의 진정성을 타자의 장소와 문화에 자신을 일시적으로 소속

시킴으로서 발견되는 ‘차이’를 통해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달

리 실제 관광장소는 ‘각색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만을 제공하기도 한다. 비-장소는 

이 같은 관광의 피상성과 타자지향성(에드워드 렐프는 관광객을 위한 경관의 특징을 장소의 타자

지향성이라 정의하였고 이는 무장소성의 표출이다.)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전개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을 현대사회에 부재한 진정성(Authenticity)을 찾기 위해 “소외된 개인이 일상성 

바깥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 변찬복(2012)을 참고할 것., 변찬복, “관광객 

경험의 진정성과 일상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제29집 2012.6.: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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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성 : 시간성

 흐름이 지배하는 비-장소의 공간에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

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간의 질서는 시간이 지배하고 있다. 

오제는 비-장소를 과거가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현재성

(the urgency of the present)’의 공간이라고 진단한다.102) 실시간 뉴스영

상처럼 현재적 순간들이 지속적 연관을 이루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제시되는

데, 이러한 현재성의 지배 아래에서 개인들은 “오직 떠다니는 이미지들의 움

직임”들을 통해 미래의 찰나를 언뜻 보고 과거를 추측할 뿐이다. 

이러한 시간성은 이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근대 이후의 이동성이 공간보다 시간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 대해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교통수단에 의한 가속화가 시공간을 조정 가능

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시간의 중요성을 상승시켰음을 지적한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운송수단이 출현하게 되자, 여행에 걸리는 시간은 거리 문제
나 변치 않는 ‘웻웨어(wetware)’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 대신 시간은 여행기
술에 속하는 자질로 변했다. 시간은, 길게 늘이는 것이 불가능한 ‘웻웨어’나 인간의 
조작이 불가능한 풍력이나 수력처럼 지독히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힘이 아니
라,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고 적용하고 사용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하드웨어’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꿈쩍도 않고 바꿀 도리가 없는 땅덩어리나 바다 같은 
것과 무관해졌다. 시간은 공간과 달랐다. 이는 공간과 달리 시간은 변화와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분열 요소이자 시공간의 결합에서 역동적 파트너였다. 

기계에 의해 시간이 공간적 거리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근대로부터 시간과 공간

의 관계는 “미리 정해져있거나 정체된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것”

이었으며 그 정도는 속도에 의해 정해졌다.103) 

존 어리 또한 “이동은 시간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순간적 시간’

과  ‘빙하적 시간’을 구분하여 현대 사회의 시간적 특질을 설명한다.104) 

102) Marc Augé(2008), op. cit., p.83

103) Zigmunt Bauman, 이일수 역, 액체근대(Liquid Modernity), 도서출판 강, 2005, p.181

104) “과거와 현재는 매개없이 초월된 미래의 창조 속에서 융해된다. 그 시간은 불연속성과 우발성

을 띤다. 나는 그것을 ‘순간적 시간’이라 부른다.…느리고도 오래 지속되는 시간, 아득히 먼 과

거가 현재와 미래로 투사된다. 이것은 ‘빙하의 시간’이다.”그리고‘순간적 시간’은 ‘찰나에 

기반하는 정보와 통신의 신기술’, ‘시계 시간의 선형성 논리를 대신한 사회적·기술적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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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신체적(혹은 상상적이거나 가상적인) 여행은 ‘순간적 시간’에 관

한 활동으로 장소보다 사건이 중요시되는 순간성에 관련된다. TV 뉴스는 아

무 맥락도 없는 특정 장소에 대한 뉴스를 끊임없이 내보내지만 이는 사건들의 

단순한 나열일 뿐, 그 장소와 메시지 수신자는 구체적 맥락에서 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패키지 관광 여행은 특정 장소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미 형

성되어 있는 ‘장소 이미지’들의 맥락 없는 나열(여행정보지)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소를 단지 들를 뿐이다. 

현대적 시간성과 비-장소 공간의 관계는 오제의 관찰처럼 비-장소 공간을 지

배하는 관계적 질서 자체가 일시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으로 포착되고 있다. 

비-장소의 일시성은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의 일시성과는 다르다. 일

시적 시간과 점유라는 경험양식을 공유하지만, 관계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벤트는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접촉 그리고 공유되는 어젠다를 갖고 도시의 특

정 의미가 부여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반면 비-장소는 개인성과 계약성의 관

계가 우세한 공간이다. 플로리안 헤이든과 로버트 테멜은 도시 이벤트의 일시

성은 마크 오제의 비-장소가 아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105) 

따라서 비-장소의 시간성을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임시적인 사용이나 만남의 

이벤트 등이 아니라 오히려 비-장소의 관계성을 구성하는 기호와 미디어의 

경험이다. 

예를 들어 순간적 시간 혹은 일시적 시간성에 관련된 여행자의 공간으로서, 

비-장소는 세 가지 여행의 형태를 제시한다. ‘다른 장소로의 여행, 장소 이

미지로의 시각적 여행, 상상의 여행(미디어)’이 그것이다. 

이미 탈역사화한 장소들은 투어리즘의 목록이 되었는데 비-장소는 실질적인 

교통공간으로서 여행자들이 이들 장소를 방문하도록 돕는다.  여행자는 여정 

중에 통과하게 되는 비-장소의 공간들에서 언제나 예기치 않은 특정 장소 이

미지와 장소의 목록들을 접하게 된다. 여행 가이드북, 항공사가 제공하는 여

행카탈로그, 방문도시의 홍보전단에 나열된 상품들의 목록, 이것들은 실제 장

소에 신체적으로 가는 여정들을 ‘여행과 장소의 이미지’들로 채운다. TV 

동시성’, ‘문자 그래도 순간적이거나 동시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시간이 

지니는 폭넓은 의미를 드러내는 메타포’로 개념화된다.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 2012, pp.196-211

105) Florian Haydn, Robert Temel eds., Temporary Urban Spaces: Concepts for the Use 
of City Spaces, xxx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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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Lonely Planet의 Paris 가이드북; 
몇몇 장소 이미지로 도시 전체를 상징한다.

등 대중매체는 굳이 집을 나서지 않고도 가상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는 여정 중에도 지속된다. 비-장소들은 실제 장소를 이미지와 단어(혹은 텍스

트)로 제시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TV 영상과 실시간 뉴스를 내보내며 인터넷 

네트워크의 접속지점을 끊임없이 늘려가고 있다. 

또한 사건의 맥락없는 나열로서 미디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

건이 나날이 의식으로 침투” 하도록 만든다.106) 이 같은 사건들이 나날이 

일상에 침투하면서 현대의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글로벌한 현재’를 생산하

는 것이다. 다른 어딘가에 직접적으로 가기 위해, 혹은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는 이동의 공간으로서 비-장소는 결국 다른 어딘가도, 타자도 아닌 자

기 자신을 조우하게 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시간은 항상 현재로 환원되는 것이

다.  

(3) 소통성 : 기호에 의한 대리적 경험

 장소가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장소를 통

한 관계들 속에서 자기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따라서 비-장소는 비-장소의 공

간들이 제공하는 관계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단독의 계약성을 통해 일시적 정체성

을 부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정체성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는 인식은 비-장

소가 제공하는 여행의 시간성에 결부되어 ‘현

재성’의 특징을 갖는다. 

텍스트와 이미지로 대표되는 기호는 이러한 관

계와 소통을 중재하는 매개체로서 비-장소의 

경험을 형성한다. 기 드보르에 의하면 스펙타

클은 단순한 이미지의 집합이 아닌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이다.107) 스펙타클은 여행자의 공간에서 

106)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 2012, p.212

107) Guy Debord,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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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Delta 항공의 여행카탈로그 
이미지; 여행자, 편집이미지, 상징물들이 
콜라주되어 나타난다.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은 단어

와 결합할 때에 여행이라는 움직임에 일시적 

의미를 부여한다. 여행자가 이미 “잃어버린 

역사와 삶이 지나가 버린 즉각적 이미지들”

(장소 이미지)을 상기하기도 전에, 움직임 자

체가 여행자를 이끈다. 흐름은 여행자가  

“잃어버린 역사와 삶이 지나가버린 즉각적 

이미지를 상기하기도 전에, 이미 여정의 움직

임 그 자체가 그를 유혹” 하고 이끌기 때문

이다.108) 그리고 이 움직임과 이미지 사이에

는 단어들의 중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여행

카탈로그나 여행일정표는 장소의 경관을 이미지와 단어의 조합으로 환원하는

데, 이들의 중재를 통해 여행자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이미지와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장소를 상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다. 

또 그에 속한 개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매개요소이기도 하다. 계약

적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고독하고 단독적인 개인을 만들어냈는데, 이들 고독

의 경험은 비-장소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제공하는 기호를 통해 중재되며 

그러한 기호는 우선적으로 단어와 텍스트로 구성된다.

특히, 오제는 비-장소들만의 독특성을 단어와 텍스트로 규정한다. 장소는 말

을 통한 소통과 관계의 공간으로 존재해왔다면, 비-장소는 ‘텍스트화된 공

간’이다.  고속도로에서,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그리고 공항 라운지에서 공

간의 내용을 알려주고, 방향을 지시하고, 다음 교통편 시각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스크린과 사인보드에 적힌 단어들이다. 

슈퍼 모더니티의 실재하는 비-장소들, 곧 차도를 따라 운전하거나 슈퍼마켓을 거닐
거나 런던이나 마르세유(Marseille) 행 항공편을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
는 그런 거주 공간은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단어나 텍스트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갖는다.109)

108) Marc Augé(2008), op.cit., p.71

109) Marc Augé(1995), op.cit.,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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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관점에서 오제는 고속도로 표지판이 자동차 여행에 ‘각주를 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각종 기호들은 공간(혹은 인류학

적 시선에서 세계)이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이루는 각각의 단어들임을 간파한

다.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각 지방의 간이역들을 통과하던 열차의 경우, 역의 

표지판은 실제 장소는 아니지만 그 장소에 근접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비행기 승객이나, 그와 다를 바 없는 고속열차 승객은 더 이상 풍경이나 역의 

이름을 신경 쓰지 않으며 객차 내에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장소’에 대한 

카탈로그를 훑어보게 된다. 이렇게 장소의 실제가 아닌 이미지 등의 추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 사진, 아티클, 광고들은 그에게 오늘날 세계의 이미지와 

스케일 위에서 살아가는 것의 필요를 상기시켜준다.”110) 이와 같이 세계가 

단어들을 통해 텍스트화되어 공간으로 경험되는 것을 발터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아침 일찍 나는 마르세유를 지나 역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다. 도중에 낯익은 장
소들, 그리고 이어 낯선, 처음 보는 장소들 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다른 장
소들을 지나가면서 도시는 손 안에 든 한 권의 책이 되었다.111) 

이렇게 장소들이 일련의 이미지와 기호로 텍스트化하는 것에는 상품화의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상품화는 아우라 상실, 사물의 장소상실을 지시하

며 소거된 아우라는 소비를 부추키기 위한 다른 맥락의 환상적인 이미지

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품은 소거된 본래 장소가 아닌 장소 이미

지와 결합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상품들은 별도의 질서에 의거하여 소

비공간에 배열되는데, 이때 상품들의 분류와 범주화는 소비와 상품으로 

환원된 사회적 관계들의 목록을 지시한다.  상품으로 환원되어 ‘목록화’된 

일상의 요소들은 관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세계를 단어나 텍스트 기호로 

대체시키고, 일련의 질서를 강제하며 분류하는 공간의 배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112) 

110) Marc Augé(2008), op.cit., p.80

111) Walter Benjamin, 조형준 역, 일방통행로: 사유의 유격전을 위한 현대의 교본, 새물결, 2007, 

p.139

112) 르페브르에 의하면 “일상은 신문의 수 없이 많은 텍스트들에 의해 지시” 될 뿐만 아니라 시

각적 인지가 중요한 경험방식으로 자리잡은 일상에서 “대상은 기호가 되고 또 기호는 대상이 된

다”고 말한다. Henri Lefebvr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2005,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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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소들이 일련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대체되는 텍스트 공간은 일상의 상품

화와 장소의 이미지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통해 텍스트 공간은 상품화의 

공간적 배열과 마찬가지로 목록화와 이에 따른 배열 사이를 이동하며 공간을 

인지하는 ‘흐름의 이미지’에 의거한 경험을 낳게 된다. 이 때 목록화된 대

상과 공간의 내용을 지시하는 지표로서 기호가 실제성을 대체하는 역할을 부

여받는다. 비-장소는 이와 같이 개인이 기호를 통해 대상이나 공간을 대리적

으로 경험하게 되는 곳이므로 추상적 관계성의 지배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

와 동시에 대리적 기호 경험의 매개체인 미디어기술의 소통성에 의해 열리는 

부가적 공간이 드러나는 곳이다.113) 

개인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중재하는 미디어는 개인이 그 너머의 장소나 현재 

위치하고 있는 비-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그 자신과의 관계 궁

극적으로 개인이 그 자신과 맺는 관계만을 보게 만든다. 이는 무엇보다 미디

어와 기술의 중재가 관계하고 있는 타자를 감추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미디어는 개인-타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비-장소의 공간과 개인의 관

계를 매개한다. 오제는 이 같은 성격을 “텍스트에 의한 공간의 침입”(the 

invasion of space by text)으로 설명한다. ‘인류학적 장소’는 “언어의 

공모, 지역적 참조, 비공식적인 삶의 노하우”라는 정보로 관계를 이루지만, 

비-장소는 미디어라는 텍스트 공간이 모든 대화와 지역적 정보를 축소하고 

추상화시키는 곳이다. 이러한 비-장소에서 개인은 승객, 소비자, 선데이 드라

이버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다.114) 비-장소에서 개인은 고립되고 고독한 

개별자로, 시스템이나 질서와 단독적인 계약을 맺지만 이들은 이 같은 계약적 

정체성을 비-장소의 다른 개인들과 공유한다.115) 어떤 면에서 비-장소는 개

인을 ‘보통 사람(average man)’으로 직조하며 또한 동시에 그들을 개인화

시켜버린다.116) 즉, 이들 개인은 비-장소와 일시적이고 절차적이며 계약적인 

113) 독일의 사회학자 마르쿠스 슈뢰르는 미디어에 의해 공간이 소멸되거나 장소가 해체되는 것이 아

니라 미디어는 부가적인(가상적인) 공간을 열어주고 장소의 개념과 사고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이

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Markus Schroer, 정인모 외 역,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에코리브르, 2010을 참고

114) ‘sunday driver’는 초보 운전자 혹은 일요 운전자로 운전이 서투르거나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진 운전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115) “there will be no individualization(no right to anonymity) without checks.”, Marc 

Augé(2008), op.cit., p.83

116) “they fabricate the ‘average man’, defined as the user of the road, retail or 

banking system. They fabricate him, and may sometimes individualize him.”, Marc 



- 81 -

관계를 맺음으로서 단독적이면서도 유사성을 공유하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

이다.117) 이렇게 비-장소는 고독하고 고립된 개인을 양산하는 동시에 이들이 

‘승객’과 같은 추상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게 한다. 

 따라서 비-장소에서 공공적인 것의 의미는 미묘하게 변화한다. 비-장소의 

개인화와 익명성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추상화시키는 계약에 의해 주어진다. 

또한 그 계약은 비-장소에 속한 누구에게나 강제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평등하다. 동시에 모든 개인이 개인화되는 조건으로 단독적이고 중

성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체성-단독성, 유사성, 추상성, 계약성의 특징을 갖는-은 비-장소에서의 개

인의 자유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개인들은 비-장소에서 자신의 출신

지나 계급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타인을 만나게 된다. 극도의 

개별성과 동일한 단독자들의 집단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멤버쉽이나 입장권 구매라는 계약 절차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공공 공간들이 늘어가고 있다. 수퍼마켓 사용자는 잠재적 물품구매자로

서 그 공간을 전유하고, 카페의 자유로움은 커피 구매 혹은 특정 멤버쉽에 연

관되어 있다. 신용카드사 회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전용 도서관이 설립되었

고, 특정 통신사 회원 전용 문화공간은 이미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명백히 공용도로를 단지 내로 편입시킨 공동주택 블록의 외부에 울타리와 전

자게이트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시키고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입주

민만이 전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제한공동체(gated community) 현상도 확산

되고 있다.  이들 멤버쉽 공공공간들의 특징은 일단 그 공간에 속한 사람-계

약적 정체성 혹은 멤버쉽을 갖춘 사람-에게는 양질의 서비스와 자유를 제공

한다는 점이다. 이들 공간은 상업적 목적에 의해 설립되며, 공간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의 매력 자체가 다시 상업적 홍보 이미지로 사용된다. 멤버쉽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은 상업적 브랜드 기호가 지닌 위세를 누리며 그 안에서 

단일하게 묶이게 된다. 

 또한 여행자의 공간으로서 비-장소는 종종 여행자가 자신의 경로를 마술적

Augé(2008), op.cit., p.80

117) “The space of non-place creates neither singular identity nor relations; only 

solitude and similitude.”, Marc Augé(2008), op.cit.,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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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리기 이전에, 잠시 동안 승객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존 어리가 ‘분

트’라고 부르는 현대사회의 커뮤니티는 “의식적이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전통적이지도 않으며,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서로 대하는” 관계를 가

진다.118) 분트는 영속적이지 않으며 반드시 안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분트에서 구성원의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의 경계는 모호하다. 비-장소

는 이들 분트가 저항적이고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일시적 자율성’을 가진 

거주영역은 아니다.119) 축제, 페스티벌, 자조단체, 환경 NGO들의 모임은 비

정기적으로 매번 장소를 달리하며 일어나는데 비-장소는 이것이 개최되는 공

간이기보다 이 모임을 위해 움직이는 개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비-장소는 만남과 거주 자체를 위한 공간이기보다 개별적 개인성을 

강화하는 공간이며, 이렇게 강화된 개인성과 공유되는 보통의 정체성을 가지

고 보다 평등한 의미에서 다른 개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다. 

따라서 비-장소가 양산하는 단독적 계약성에 기반을 둔 관계성은 개인과 공

공의 관계를 ‘선택적 공공성’으로 바꾸고 있다. 선택적 공공성이란 일시적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개인들의 임시 모임 혹은 이동하는 상태로 타인들

과 비-장소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전통적 장소의 공공성에 대비하

여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장소의 경험양식이 

직조하는 공공적 관계는 계약에 의해 형성된 단독적이고 유사한 정체성을 지

닌 익명의 개인들이 ‘일시적 자율성’을 가지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2.4. 소 결

 이상과 같이, 현대 사회의 이동성 증가의 영향 하에서 기존의 ‘장소’ 개

념이 변화하고 ‘비-장소’ 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118)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 2012, pp. 238-239를 참고

119)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공항이나 철도역의 콘코스는 종종 저항이나 시위를 위해 사용되

기도 한다. 또한 교통의 결절점으로서 서로 다른 세계에서 모이는 개인들의 만남과 회의에 시간과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 용이하다. 현대사회의 일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들 결절점의 경

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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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에 기반을 둔 현대의 공간들은 무엇보다 이동 기술과 흐름의 가속

화라는 조건으로부터 성립되고 확산한 것이다. 이동성과 속도는 기존 세

계를 절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연결시키면서 근접성 약화와 원격적 연결의 

공간적 특성을 낳았다. 또한 교통기계의 경험은 이미지와 스펙타클로 제

시되는 파노라마적 지각을 낳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군중 속의 

개인은 익명성과 공공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동성의 증가

는 로컬화와 글로벌화를 동시에 촉진하였는데, 철도 네트워크의 경우 도

시를 확산시키고 광역화를 낳았지만 동시에 철도역 자체가 하나의 결절점

으로서, 또 그 주변이 로컬로서 재영역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보다 지

구적인 스케일에서 사고하면, 항공 네트워크는 도시와 무관한 외부에서 

도시들을 연결하고 연결의 매커니즘이 비가시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정보 

네트워크의 성질과 유사하며 이는 기존 도시의 맥락에서 볼 때 완전히 새

로운 지구적 스케일의 맥락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조건에서 나타난 마크 오제의 ‘비-장소’ 개념은 이전 사회의 장소

와 공동체를 이상화하고 있는 ‘장소’ 개념으로 사고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공간들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마크 오제가 주장한 바를 정리

하면, 비-장소는 이동과 순환이 지배하는 공간, 단독의 계약성을 창조하는 

공간 그리고 공간과 개인의 계약적 관계를 단어나 텍스트와 같은 기호 혹은 

기술이 매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비-장소의 공간들은 이러한 글로벌 도시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동성의 도

시건축시설이며, 비-장소는 이동과 순환이 지배하는 공간, 단독의 계약성으로 

결정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간 그리고 공간과 개인의 계약적 관계 혹은 같

은 공간 내에 공존하는 타자와의 관계를 단어·텍스트·이미지와 같은 기호 

혹은 기술이 매개하는 공간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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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대도시건축시설을 통한 비-장소의 구체화

 본 장에서는 오제가 제시하는 비-장소적 공간들-고속도로, 쇼핑몰, 호

텔체인, 수퍼마켓 등-과 그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현대도시건축공간들을 

바탕으로 비-장소적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공간적 층위

와 경험적 층위로 개념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오제의 ‘비-장소’ 개념에 

부재한 공간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를 4장에서 공항건축공간을 통해 검

증하기 위한 분석 틀로 삼을 것이다.

3.1. 비-장소의 공간적 층위

3.1.1. 통과이동의 공간

 이동성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공간들은 이전 시대의 장

소였던 보행가로와는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공간이다. 가로는 전통적으로 소통

과 교환을 겸한 이동 공간이었던 것에 반해, 고속도로는 한방향의 강제적 통

과교통만이 허용되며 사용을 위해 지켜야할 규범과 사용권 계약이라는 관계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고속도로와 같은 통과이동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선형성의 공간이며, 속도와 

이동이 우선시되고, 이동 중의 검열과 계약, 진출, 최소한의 공급을 위한 시

설들이 제공된다. 주유소 휴게소 등은 이동 중의 필요를 공급하는 보조적 건

축시설로서 도로의 확장이며 도로의 한 구간을 지붕으로 내부화하며, 자동차

와 기계의 접속과 그들 간의 계약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 건축은 전통적인 

내부공간의 건축이 아닌 도로에 속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이며 캐노

피의 건축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질은 고속도로의 통과계약을 수행하는 요금

소(tollgate)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요금소는 통과이동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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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도로의 건축: NLEX TOLLGATE, 출처: 
www.skyscrapercity.com

그림 3-2 도로의 흐름을 연속시키는 캐노피의 건축공간인 
주유소, 캐노피는 자체적인 기호이다. 

획득하기 위한 계약수행공간으로서 

흐름의 연속선상에 일시적 접속 형태

로 나타난다. 접속지점으로서 요금소

는 도로의 일부로서 통과이행의 게이

트이다. 게이트에서는 계산적인 추상

성의 관계가 일시적 접속을 통해 발

현되고, 이러한 계약적 관계는 고속

도로 위의 모든 사용자에게 강제된

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개실

(tollbooth)이 분절된 도로 구간마다 

설치되며 도로 구간 전체를 덮는 캐

노피가 임시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자

동차와 요금소(tollbooth)의 접속관계

를 지원한다. 

이동기계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에는 기계들만이 중재하는 특수

한 내부 공간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도로의 시설인 주요소에서 이런 특징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주유소는 도로의 

확장 구간이자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흐름을 연속시키면서 기계 정비나 잠시 

동안의 휴식을 위한 임시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유와 계약적 관계

가 맺어지는 곳이다. 도로에서 뻗어 나온 일부 구간의 상부에 지붕구조물이 

임의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점유시간동안의 계약은 기계로 매개된다. 주유소와 

같은 도로의 건축공간에서 기계의 중재를 통한 계약적 관계는 핵심적인 비-

장소적 요소이다. 기계는 계약적 관계의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 구획이

나 경계를 대체하는 요소가 된다. 

이들 공간은 도로의 확장이거나 일부이기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는 문이나 벽 

등의 구획보다는 기둥-지붕의 구조물이 형성하는 경계가 흐름을 연속시키는 

동시에 영역을 지시한다. 내부와 외부,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매개

역할을 하던 벽과 창의 전통적 역할은 기계와의 일시적 접속과 계약관계로 대

체된다. 따라서 건축은 흐름의 연속과 접속을 위한 통과도로의 역할로 물러난

다. 



- 86 -

지붕경계

지붕경계

도로 도로

기계
접속

접속

주유소 톨게이트

그림 3-3 인프라스트럭처의 보조적 건축공간: 주유소와 톨게이트의 예

또한 이동 중의 시선에 포착되기 위해 지붕구조물은 하나의 거대한 광고기호

로 작용한다. 로버트 벤츄리와 데니스 스콧 브라운은 도로 주변의 풍경을 구

성하는 간판들을 ‘반공간적(antispatial)이지만, 공간을 넘어선 소통의 건

축’이라고 주장한다.120) 속도와 흐름이 제거하는 풍경과의 전통적 관계는 그 

관계를 미리 지시하는 정보를 담은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기호에 의해 대체

된다. 나아가 건축물은 건축적 요소로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간판 구조물에 필적하게 된다. 주유소의 지붕 구조물은 자체로 거대한 간판이

다. 요금소 또한 최소한의 계산대를 위한 개실만이 내부를 구성하고 나머지 

구조는 간판과 결합된 지붕구조물과 통과계약을 위한 기계로만 이루어져 있

다. “양식과 간판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빠르게 보여지는 요소들 사이의 연

결을 만들어 내고…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것이지만, 

그 컨텍스트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은 상업적 계약 관계를 위한 소통을 중재하는 공간이다. 또한 간판의 기

포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흐름 위에 있는 모든 개체에게 열려있지만, 수신자에

게는 개별적으로 작동하며 단독적 관계를 형성한다. 즉, 기계와 기호가 중재

하는 계약적 관계의 소통은 이동과 흐름이 중시되는 공간 환경에서의 사회적 

관계성의 변화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고속도로와 같은 통과이동성이 지배하는 비-장소의 건축공간은 도로의 

120) Robert Venturi and Denise Scott Brown, 「A Significance for A&P Parking Lots」, 

Architectural Forum, No. 2, 1968, pp.36~42, 번역문은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eds.), Architectural Positions: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SUN Publisher, 2009, p.34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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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assage Jouffroy

일부이거나 확장으로 나타나고, 흐름을 연속시키기 위해 벽보다는 지붕이 경

계요소로 나타나며, 기계과 기호와 같은 미디어가 관계를 중재하며, 그 관계

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것들이 흐름 속에서 임시적으로 집합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 통과이동 

공간의 특징은 도로와 같은 선형성, 구획벽이 아닌 지붕에 의한 영역 형성, 

일방향적 통과이동, 계약을 수행하는 기계, 기계프로세스 자체가 경계로 작동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1.2. 순환이동의 공간 

(1) 이동공간의 실내化

 전통적 가로 또는 고속도로 모두와 대비되는 

이동・순환의 또다른 대표적인 도시공간은 가로

(street)의 변형으로 나타난 아케이드(파리 

passages)이다. 이동・순환의 공간인 가로는 단

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교환을 통한 사회적 소통

이 일어나는 전통적인 도시의 장소였다. 이와 

구별되는 아케이드의 특징에 대해 발터 벤야민

은 “가로의 구성요소는 상업과 교통이다. 파사

주에서 가로의 두 번째 요소인 교통은 미완성이

다. 파사주는 과도한 상업의 가로에 불과하며 

욕망만을 일깨운다.”고 말한다.121) 파리 아케

이드는 도시의 가로에 자동차와 같은 교통기계

의 등장과 소비문화 확산의 영향 하에 설립된 

시설로 교통기계의 위협과 악천후로부터 보호된 실내로서 구별되어 나타났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외부공간에 철-유리 구조의 채광이 가능한 지붕을 덮음

으로서 내부와 외부의 감각을 전도시키는 모호한 유사-실내 환경이었다. 이

러한 실내화된 이동공간으로서 아케이드는 상업과 결부된 도시와 세계의 환상

121) Graeme Gilloch,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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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쇼윈도와 상품풍경 : 상품들의 
세계를 이미지화하고, 거기에 실제 세계와 
자기이미지를 중첩시킨다. Eugene Atget, 
(1857-1927) Avenue de l’Observatoire, 
1926. Silver printing-out paper print.

적인 축소판으로 평가되었다.122) 

마크 핌롯(Mark Pimlott)은  인공적 실내 환

경의 열쇠는 ‘도시-환타지’의 재현이며 그

것의 대표적인 공간은 국제공항라운지와 쇼핑

몰이라고 말한 바 있다.123) 그러나 본질적으로

‘도시-환타지’의 재현으로서 실내 공간의 

원형은 아케이드였다. 가로를 실내화한 상업시

설이 ‘도시’를 재현하려고 했다는 점은 아케

이드의 중첩되는 이중성을 지시한다. 본래 도

시의 가로가 지녔던 이동・교환・소통의 공공

적 성격이 ‘실내화된 가로’의 사적인 성격과 

혼합되면서 이 공간의 사회적 성격이 모호해졌

기 때문이다.  외부 가로는 보다 공적인 이동 

흐름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졌고, 실내화된 가

로로서 아케이드는 부르주아라는 특정 계급의 사회적 산책과 소비문화행위를 

위한 특정한 사적인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아케이드에 최초로 도입된 상점의 쇼윈도들이 연속되며 자아내는 상품풍

경은 이전 시대의 가로에서의 교환과 다른 성격의 소통성을 만들어내었다. 본

래 도시가로에서 교환형식은 직접적 대면과 발화 소통에 의한 정치적 대화와 

상업적 거래였다면, 실내화된 가로로서 아케이드에서는 쇼윈도와 가격표가 매

개하는 시각적이고 추상적인 시선의 교차를 통해 상품풍경의 일부가 된 자신

과 타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소통형식이 발전했다. 

즉, 아케이드는 사회적 교환-상업적 거래, 문화적 과시-관계의 변형을 

반영하고 만들어내는 ‘이동공간의 실내化’였다.  이 곳에서 주체-산책자, 

소비자-와 대상-상품, 타자-의 관계는 시각적인 것으로 환원되었고, 주

체는 대상의 환영 속에 중첩된 자기 자신을 조우하였다. 변형된 관계의 

매개체는 유사-외부를 창조하는 철-유리 구조의 투명한 지붕과 사물을 

122) 1852년 파리 관광 안내서의 소개글에는 “이렇듯 아케이드는 자체로 하나의 도시이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Susan Buck-Morss, 김정아 역,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
트, 문학동네, 2004, p. 15를 참고

123) “교외 거주자를 위한 투어리즘의 형태를 설립하는 ‘도시-환타지’의 재현은 인공적 실내 환

경의 열쇠이고 그것은 국제허브공항과 쇼핑몰의 특성이다” , Mark Pimlott, Without and 
Within:Essays on Territory and the Interior, Episode publisher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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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빅터 그루엔의 사우스데일 쇼핑몰, 출처: Life 
Magazine of Southdale Shopping Center in Edina, 
Minnesota after its opening in 1956.

그림 3-7 사우스데일 쇼핑몰, 기후조절이 되는 
쇼핑에 대한 강조, 출처: Mutations by Rem 
Koolhaas 

이미지화하는 유리쇼윈도의 투명성, 그리고 산책자들의 움직임이었다. 

이를 통해 내부와 외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관계가 혼합되고 전도되었

으며 항상 흐름 속에 있는 개인들은 상품과 상품들을 비추는 스크린에 의해 

사회적으로 매개되었다. 그리고 아케이드의 ‘실내化된 가로’라는 공간형식

은 교외의 쇼핑몰에서 도시성의 인공적 재현을 위한 건축적 해법으로 제시되

었다. 

빅터 그루엔(Victor Gruen)은 인공적으로 단기간에 건설되는 교외의 주거단

지에 전통도시의 활력을 이식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상적 소비를 매개로 한 커

뮤니티 공간으로서 쇼핑몰을 제안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 모빌

리티의 등장에 대한 몇 안 되는 건축적 응답이자 새로운 빌딩타입”으로서 

쇼핑몰은 “기존에 존재하는 도로를 따라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새

로운 계획패턴을 구성하고…이 새로운 환경을 보행자에게 헌정”한다는 중요

한 특징을 갖는다.124)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쇼핑몰이 이동성이 초래한 새로

운 건축유형으로서 통과이동의 공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보행자를 

위한 새로운 패턴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삶의 기회와 외부로부터 보호된 보행자 환경에서의 휴식을 제공하고, 공공 
시설과 교육 시설을 결합하는 쇼핑센터는 교외도시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쇼
핑센터는 교외가 필요로 하는 장소와 고대 그리스 아고라, 중세의 시장 그리고 현
대의 마을 광장 등에서 가능했던 근대적 커뮤니티의 삶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125)

124) Victor Gruen and Larry Smith, Shopping Towns USA: the Planning of Shopping 

Center, Reinhold Publishing, 1965,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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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케이드를 통해 근대적으로 변형된 상업화된 공공공간의 경험이 새로운 

도시적 장소성의 원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변화

된 공공적 경험은 ‘이동공간의 실내化’라는 특수한 공간형식을 통해 드러

날 수 있다는 인식의 발로이다. 결국 비-장소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보행

자를 위한 새로운 패턴의 환경’을 구성하는 건축적 요소들과 그 공간에 대

한 경험으로부터 조직되는 사회적 관계성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턴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건축공간의 거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계기술의 존재이다. 아케이드나 쇼핑몰과 같은 ‘이동공간의 

실내化’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은 ‘유사-외부적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투

명한 외피·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의 적절한 혼합을 통한 균질한 조도·인공적 

기후조절·보행흐름을 보조하는 기계’를 꼽을 수 있다.126) 투명한 외피는 

자연적인 빛의 유입과 외부에 대한 개방적 시선을 제공하며 유사-외부적 공

간감을 만든다.127) 그러나 유리 외피는 전통적인 창과 같이 환기 역할을 수행

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인 기계공조기술을 요구하며 과도하게 쏟아지는 빛을 

조절하기 위한 또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또한 보행로의 결절점 부분에 광장을 

구성하기 위해 공간의 볼륨이 거대해질수록 인공조명과 보행보조기계의 역할

이 증대된다. 인공조명과 채광조절장치 그리고 공조기술은 언제나 균질한 기

후환경을 제공하고 보행보조기계는 보행흐름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공간의 규

모를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시키기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동공간의 실내화를 통해 확장된 규모의 건축공간은 거의 도시와 대

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벤야민이 간파하였듯이 파사주는 공적인 가로의 삶을 

‘실내화’라는 공간형식을 통해 부르주아의 사적인 삶으로 전환시킨다. 도시

의 공적 흐름의 공간을 특정 상업거래를 위해 실내화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 

건축과 도시의 전통적 관계를 전도시키고, 이는 곧 공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사이의 경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의 공간적 결과물인 것이다.

125) Ibid., pp.23~24

12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보행보조기계는 아케이드가 아닌 백화점으로부터 수용되었

다. 

127) 이 때 투명한 외피란 건물이 직접적인 외부 자연에 맞닿는 부분의 투명성을 말한다. 이를 테면 

아케이드는 외벽이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투명한 외피는 천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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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수퍼마켓 계산대: 상품은 컨베이어벨트위에서 
이동하고 그 사이에 바코드 인식과 신용카드에 의한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출처: http://twitpic.com/cu5b4l

그림 3-8 전형적인 수퍼마켓 배치 : 게이트 
공간-입구는 열려있고, 출구는 계산대 기계를 

통과해야한다. 

(2) 자율적 순환

 오제가 비-장소의 공간들로 지목한 수퍼마켓과 대형쇼핑센터 그리고 호텔과 

카페 등은 기본적으로 통과이동성의 증대로 인한 삶의 양식의 변화와 연관되

어 설립되고 확산된 도시건축시설이다. 상업주의와 상품화에 따른 도시적 일

상생활은 일상의 모든 측면을 분할하여 상품의 추상적 가치로 치환한다. 

“...상품은 그것의 가시적인 본질인 가격을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낸다. 상품은 모든 
가능한 대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공식 장소이다. 대상은 상품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형식은 모던세계의 최초의 위대한 매개체이다.”128)

상업공간으로서 이들 비-장소의 공간들은 상품형식을 매개로 사용자와 계약

관계를 맺는다. 원칙적으로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수행이 없이 이들 공간의 점유나 사용이 

어렵다. 이들 공간은 계약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게이트와 같은 경계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창고나 광장과 같은 장방형의 넓은 공간을 가지며 사용

자는 이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순환이동과 선택적 자율성이 있는 경계가 이들 도시건축시설의 특징이

다. 그리고 수퍼마켓이나 대형쇼핑센터와 같은 상품판매공간과 호텔이나 카페

와 같은 행위 기반의 판매공간은 같은 순환이동의 공간이면서도 공간의 기능

128) Jean Baudrillard, 「커뮤니케이션의 무아경」, The Anti-Aesthetics: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윤호병 외 역, 현대미학사, 2002,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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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수퍼마켓의 진열대와 상품별 분류와 배열, 
이동과 상품선택의 제의적 매개체로서 카트의 존재, 
출처: http://eleven5.wordpress.com/

과 사용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상품판매공간은 상품을 매개로 교환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의 보관과 전시를 위한 상

품의 영역과 그 사이의 보행통로 그

리고 계산대 영역으로 나뉜다.

오제는 수퍼마켓의 소비자로서 개인이 

신용카드를 통해 교환관계를 맺고, 그 

공간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며 상품으

로 세계와 맺는 관계를 묘사한다. 신용카드는 개인이 상품과, 상품 이면에 존

재하고 있는 소비적 일상과 관계를 맺기 위한 미디어이다. 수퍼마켓의 계산대

에서 스크린에 표시된 숫자는 그 공간에서 개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재된 텍스트이다. 

현대의 수퍼마켓의 경우, 상품 전시와 창고가 통합된 형식으로 상품들은 카테

고리별로 배열되며 다종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된다. 상품들은 일상과 상업의 

조직화된 질서를 따라 분류되고 자신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일상의 

축약적 등가물로서 상품의 소량 패키지를 위한 래핑(wrapping)과 인쇄된 브

랜드 기호는 현대적 일상의 단명성과 피상성의 표상이다. 래핑과 프린트 표면

은 상품의 질적 차원을 소거하고 시각적 대상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고유

의 질과 촉각을 브랜드 기호와 상품 정보를 담은 텍스트로 대체하기 때문이

다. 진열대 사이는 수퍼마켓 카트 크기를 따라 이격되며 카트는 적소에 있는 

상품들을 진열대로부터 분리시켜 사유화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상품들의 배

열과 그에 따른 배치는 엄격한 상업적 질서로 조직되지만 그 사이의 이동과 

선택은 자율적인 것이다.  

이러한 수퍼마켓이 이전 시대의 상점들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상품과 구매자 

간의 매개자나 흥정이 사라지고 가격표와 신용카드가 매개자를 대리한다는 점

이다. 또한 그로 인해 창고는 점점 더 후면으로 밀려나거나 축소되고 또는 상

점 전시 공간 자체가 창고의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 구매자는 상품선택에 대

한 자율권을 갖게 되고 상품과의 관계는 추상화된 계약성으로 대체된다.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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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창고

진열대 : 대화

판매자

소비자

상품창고

진열대/쇼윈도
: 가격표

판매자

소비자

상품창고

진열대 : 사인/가격표

소비자

계산대 : 스크린

근대 이전의 상점 근대적 쇼윈도 Supermarket

그림 3-11 상점형식 변화에 따른 공간관계

카드, 계산대의 컨베이어 벨트, 계산기의 가격출력화면 등은 계약적 관계의 

공간적 등가물이다. 상품 운반·계산·포장의 절차뿐만 아니라 가격표 또한 

기계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쇼핑카트는 직접적 계약의 매개자는 아니지만 

구매자와 결합하여 이동성을 상승시키고 예비적이고 선택적인 상품 전유 관계

를 형성하며 상품과의 관계를 매개한다. 이 때문에 오제는 쇼핑카트가 수퍼마

켓의 가장 중요한 의식적 장치라고 지적하는데 쇼핑카트를 통해 수퍼마켓의 

사용자로서 정체성이 극명하게 공인되기 때문이다. 구매자와 쇼핑카트의 결합

된 자율적 순환이동이 이 공간을 채우며 이들 리듬의 반복은 도시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수퍼마켓에 나타나는 계약성과 쇼핑카트와 같

은 제의적 매개 장치의 존재는 공항과 같은 다른 비-장소의 공간들에도 형식

을 달리하며 나타나고 있다. 

(3) 분배적 순환 

 호텔과 카페는 상업공간으로서 수퍼마켓과 달리 상품이 아닌 공간에 대한 점

유시간을 판매하여, 공간을 일종의 상품형식으로 만든다.

호텔은 직접적인 임시거주공간으로서 카페는 일시적인 점유공간으로서 계약에 

의거하여 공간에 대한 시간적 권리를 제공한다. 

두 공간 모두 수퍼마켓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고속도로와는 달리) 양 쪽이 열

린 게이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출입증이나 계산이 의무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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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호텔 로비의 내향적 공간체계; 외부로 
연결되지 않는 창과 거실과 같은 실내, 출처; 
commons.wikimedia.org

그림 3-13 카페의 외향적 공간체계; 투명한 외벽과 확장된 
테라스가 도시에 노출된다, 출처: sparksheet.com

은 공적 공간이다. 그러나 호텔은 매우 사적으로 폐쇄적인 개실들과 로비와 

같은 공적공간의 분할이 명확하며 사적 공간에 대한 진입은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카페는 그에 비해 매우 개방성과 자율성이 크다. 음료구매라는 최

소한의 계약이 요구되는데 이조차도 명시적이지 않으며 점유시간에 대한 자율

성도 크다. 그러나 여전히 계약성의 공간이며 공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테이블들은 구획적 경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적인 영역이다. 또한 휴대폰의 존

재는 같은 사적 영역에 속한 대화자들 사이에도 가상적 커튼을 일시적으로 형

성한다. 이러한 순환이동 공간에 나타나는 경계는 계약을 수행하는 경계영역

과 사적 영역을 형성하는 두 가지 경계로 나타난다. 

계약 수행 (카운터) 경계는 통과이동공간과 마찬가지로 기계로 매개된다. 수

퍼마켓의 계산대는 상품을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행시키며 대화는 최소화된

다. 카페와 호텔의 카운터는 기계가 비교적 감추어져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대화형 계약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호텔의 개실은 명확한 구획적 경계로서 

사적 영역을 형성하고, 카페의 테이블과 미디어 사용은 가상적 경계로서 영역

성을 가진다. 이와 별도로 수퍼마켓의 카트는 신체-상품-공간의 관계를 흐름

으로 결합하는 이동수단으로서, 카트와 신체의 결합과 이동으로 구성되는 경

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텔이 매우 견고하고 명확한 물리적 구획의 사적 개실로서 도시적인 

동시에 개별적인 임시거주처가 된다면 카페는 테이블과 좌석의 임의적 사용에 

따라 가상적인 사적 영역이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재편되는 도시공공공간의 한 

형태가 되었다. 동시에 두 공간 모두 일시적 거주를 표상하는 가정적이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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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점은 호텔의 내향적 공간체계와 카페의 외향적이고 투명한 외부 경계

를 통해 드러난다. 19세기 아케이드와 마찬가지로 호텔은 부르주아의 실내라

는 특징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케이드와 달리 호텔은 직접적인 거실과 침실의 

추상화된 거래형식을 공간적으로 제공한다. 사적이고 폐쇄성이 강한 개실을 

제공하는 호텔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획이 명확한 만큼 구매하는 공간

의 내용을 미리 제시하지 않는데 비해 카페는 카운터 주변으로 모든 상품의 

내용을 전시한다. 이렇게 상품의 내용이 공개될수록 구매자의 선택적 자율성

이 커지며 그만큼 대화의 여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호텔의 로비

는 공적 공간이지만 도시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되는 위치와 로비의 내향적 구

성-외부로 연결되지 않고 내부로만 감지되는 실내-으로 인해 보다 고립적인 

공공성을 갖는다. 한편, 호텔과 달리 카페의 경험은 침묵과 익명성에 근거한 

절대적 개인으로서 도시 속의 흐름에 속하고 또 그것을 관조하는 경험이다. 

카페 테라스에서 도시 가로의 흐름들을 바라보는 것과 카페 내부의 끊임없는 

움직임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도시의 리듬과 공공 속에 속해있다는 감정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부르주아의 가정적인 실내를 연출하는 

호텔에 비해 도시가로에 대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진 카페에서 오히려 가정

적 일상의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대도시의 카페는 개인적 서재, 

오피스, 회의실, 거실, 사교, 사색 등 진정한 도시의 거실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들이 도시로 유출된 ‘가정적 일상’을 표현하는 실내로

서 호텔의 내향성과 카페의 외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 시설을 통해 살펴본 순환이동 공간의 특징은 보행가로의 실

내化, 광장 혹은 창고와 같은 장방형의 대형 공간, 자율적 순환이동, 상품 혹

은 공간과의 추상적이고 계약적인 관계를 매개하는 공간, 점유의 시간성에 대

한 규범의 존재, 정체성을 부여하는 매개장치 혹은 상품의 존재 등으로 요약

된다. 그리고 흐름에 기반을 둔 기호와 상품풍경을 통해 도시의 공적 경험과 

일상성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적 기능들이 상업적 계약

성을 기반에 두고 도시로 유출된 임시 점유와 거주 양식으로서 도시의 거실 

혹은 실내로 작동하면서 공적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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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도시의 축약과 정보화, Legible London, 
출처: www.lacockgullam.co.uk

그림 3-15 The Legible City, Jeffrey Shaw, 출처: 
http://www.jeffrey-shaw.net/ 

3.1.3. 공간적 기호

 팀 크레스웰(Tim Cresswell)은 기호가 오제(Augé)가 말한 비-장소라 부른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 부분이라고 말하고, 오제는 여행자의 공간, 비-장소의 

공간의 특징이 현재적 시간성(actuality)에 기반을 둔 ‘텍스트의 공간 침

입’이라 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텍스트의 공간 침입’은 먼저 일차적으

로 광대한 방향상실의 공간에서 어떻게 흐름을 견인할 것인가라는 매우 기능

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누구도 제시하거나 이끌어주지 않는 익명적 도시 공

간에서 경로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로에 부여된 번호체계와 이정표 그리

고 곳곳에 설치된 안내지도이다. 물리적 교통 혼잡과 커뮤니케이션 관계의 복

잡성을 중재하기 위해, 현대도시는 점점 더 기호들에 의해 중재되고 있다. 이

런 기호들은 이희상(2009)에 따르면 “공간적 실천과 인지에 영향을 주면서 

공간(지하철 혹은 공항과 같은 흐름의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

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의 이동 경로들을 기호적으로 재현한 지하철 

노선도의 경우 도시 그 자체를 재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129) 따라서 기호체계

는 경로를 지시하고, 공간적 질서를 형성하며 나아가 도시 그 자체를 추상적

으로 재현하기도 한다. 

129) “...현대적 아이콘으로서, 런던의 상징으로서 런던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만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를 재현한다고 말한다.”, 이희상, ‘(비-)장소로서 도시 기계 공간-대구 지하철 공간의 지호

적 재현에 대한 해석-’,,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2009,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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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동성의 도시공간에서 기호는 소통성과 관계성의 핵심적인 매개자가 된

다. 기호체계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 풍경을 형성하기 때문이

다. 설치미술가 제프리 쇼(Jefferey Shaw)는 그의 연작 ‘가독성의 도시

(Legible City)’를 통해 움직이는 신체의 도시 인식이 텍스트 이미지로 이루

어져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한 도시 인식은 통과이동성의 공간 

경험의 중요한 경험양식인 것이다. 

순환이동성의 공간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품에 관련된 기호체계가 공간적 

배열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기호는 재화를 장식하고 재화는 기호의 모습을 띠었을 때만 ‘재화’가 된다. 그리고 
최고의 소비는 재화없이 단지 ‘재화’의 기호만을 목표로 삼는 소비이다.130)

르페브르의 지적은 상품이나 재화 자체가 기호로 환원되는 소비 사회의 일상

적 단면에 대한 것이다. 기호는 상품의 장식이자 표면이면서 상품을 상품화한

다. 따라서 상품과 기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경계가 없으나 굳이 말하자면 

‘끊임없이 침범하는 움직이는 경계선’만이 존재한다.131) 이는 도시의 풍경

을 텍스트가 대체하는 현상과도 상통한다. 건물의 표면은-특히 인프라스트럭

처의 건축 혹은 소비공간에서- 그 자체로 간판이자 파사드가 된다. 주유소와 

같이 파사드가 없는 캐노피의 건축은 단지 간판 구조물이 영역성을 형성할 뿐

이다. 카페 등의 도시적 비-장소 공간은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기물과 상품

들의 표면에 브랜드 기호를 새겨 넣기도 하고 투명한 파사드는 건축이 아닌 

브랜드와 흐름의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표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도시

의 공간환경에서 사용자의 인식과 경험을 매개하는 중요한 소통인자는 상품 

뿐 아니라 기호로 대체된 표면과 공간적 구성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0) Henri Lefebvr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2005, p.179

1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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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장소의 경험적 층위

3.2.1. 관계의 추상성과 계약성

대체, 이동, 대리 등 매우 복잡한 과정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언어적 관계, 
다시 말해서 언어의 형식에 의해, 이 형식 속에서 형성된 관계가 행위에 기초한 
관계로 대체된다는 사실이다. 의상·물건·목표 등의 참조물에 의해 상호소통을 하는 
그룹들의 활동적 관계 대신 형식적 소통에 기초를 둔 관계가 들어선다.132)

 이동성의 공간으로서, 비-장소의 공간적 특징들은 공간에 속한 사람들의 인

지와 경험양식 그리고 그에 따른 관계를 추상적이고 계약적인 상태로 바꾸어 

놓는다. 예를 들어, 통과이동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속도의 경험이다. 

철도여행의 경험이 제조한 순수한 속도의 경험은 여러 측면의 경험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파노라마적 지각은 세계를 이미지화 

혹은 추상화하며 대상에 대한 경험을 시각적으로 축소환원한다. 또한 속도가 

제거하는 대상과 세계에 대한 질적 접촉과 시간적 지속성의 관계는 기호가 제

공하는 대리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로 대체된다. 

또한 이동성에 결부된 상품화 과정과 그에 따른 브랜드화와 같은 추상적 기호

체계는 개인의 경험양식을 시각화하고 추상화하며 사회적 관계들을 계약성을 

중심으로 재조직하게 된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상품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질을 가격표가 대

체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대화를 종식시킨 현상을 근대사회의 추상성의 

본질로 지적한 바 있다. 근대의 이동기술이 낳은 속도의 경험은 ‘파노라마적 

지각’을 출현시켰는데, 이는 단지 빠른 속도와 철도여행의 기계적 경험으로

만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동기계의 빠른 속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파리 아케이드는 이동성에 의한 속도와 흐름의 

종류(교통기계와 보행)의 분화 그리고 장소상실과 그에 연관된 상품화의 결과

132) Henri Lefebvr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2012, p.233



- 99 -

그림 3-16 거리의 교통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도시의 좌석, 출처: naver.com

였다. 장소상실은 사물이 자신의 근원

과 장소를 잃는 것,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Aura)를 상실하는 것과 근본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는 이동성 가

세로 인한 장소와 사물의 분리 그리고 

복제기술에 의한 사물의 유일성이 무

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세계가 낳

은 이동과 복제기술의 확산은 사물들

을 이동시키고 장소와 무관한 별도의 

질서로 생산된 근대공간에 사물들을 

배열하는 상품전시공간을 발전시켰다. 이 같은 관점에서 벤야민은 교통수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된 보행이동공간으로 설립된 파리 아케이드를 통해 속도의 

기술이 초래한 아우라의 상실이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가 어떤 현상의 아우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시선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그 현상에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3)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의 상실은 사물이 자신의 원천인 장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그는 이동기술과 복제기술이 아우라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라고 보았다. 그러한 아우라의 상실이 ‘시선을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라는 것은 아우라의 본질이 대상과의 시선에 기반을 둔 소통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파리 아케이드는 본래 집과 집 사이의 거리였던 외부공

간을 철-유리 지붕으로 덮어 半내부-反외부라는 내외부의 전통적 경계를 전

도시키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서 공적인 외부거리는 사적인 실내와 같이 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과 같은 곳은 아니었고 ‘부르주아 혹은 소비자’라

는 특정 정체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적 실내였다. 아우라 상실의 원인인 

상품화의 결과로서 나타난 부르주아의 실내로서 아케이드는 쇼윈도를 통해 상

품들의 집합적 풍경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철도여행의 경험에서와 같이 파노라

마적 지각의 경험을 낳았다. 

133) Walter Benjamin, 반성완 역,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발터 벤야민 문예이
론, 민음사, 1995,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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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street)를 변형한 집합적 실내이자 소비공간으로서 이 곳은 본질적으로 

이동과 교환의 공간이다. 이동기계속도의 위협은 안전한 보행만을 격리하는 

실내에 대한 요구를 낳았고, 본래 이동과 교환이 공존했던 거리의 기능이 별

도의 실내로 분절되어 독립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간은 상품세계의 파노라마

적 풍경과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이동의 흐름이 교차하는  ‘상품과 흐름의 이

미지’의 경험을 낳았다. 이동과 교환의 공간이었던 파리 아케이드는 시선에 

의한 소통을 근대인의 일반적인 경험양식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던 것이다. 

 신용카드는 더 나아가 가격표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들어 계약성의 관계를 조

직한다. 상품에 부여된 일련의 바코드와 이를 인식하는 기계 그리고 그 과정

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스크린은 신용카드에 의해 열

린다.  그런 의미에서 신용카드는 이 공간의 열쇠이자 문이다. 상품과 소비자

의 관계 사이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스크린과 소비자 사이에서, 이 교환기호

는 잠재적 소비자를 진실한 소비자로 만든다. 

현대의 수퍼마켓이 거대한 단일공간으로 형성되고 가능한 한 많은 글로벌한 

세계의 상품들을 혼합하며 그 안에서 소비자의 움직임과 시선에 무한한 자유

를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계산대의 위치와 신용카드의 존재로 가능해지는 것

이다. 또한 카트의 존재는 상품세계와 개인의 사이에 이동성을 매개로 끼어드

는 직접적인 신체의 보조기계로서 수퍼마켓 소비자의 특수한 정체성을 형성한

다. 이러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작동하는 비-장소의 공간들은 결

과적으로 기술매개체를 통해 계약의 상대자인 타자를 추상화하거나 기호화하

는 것이다.

3.2.2. 사적 공간성의 도시 유출

 이동성의 증가는 도로와 같은 이동과 흐름의 공간을 확산시켰으며, 이동기계

의 경험은 이동기계의 피막으로 둘러싸인 신체의 사적 공간성이 도시 전반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사적 공간성은 경험의 시각화를 수반하는데, 철

도여행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박람회 등을 통한 대도시에서의 군중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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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이동성을 지닌 사적인 방들의 집합과 공유성이 
없는 미디어 소통, 자동차극장, 출처: content.time.com

익명성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접

촉회피의 태도는 시각적 경험의 우

세를 강화시킨 것이다. 이동의 공간

에서 자동차의 사적인 방과 같은 성

격과 기계-기호의 중재라는 성격의 

결합이 드러난 예는 자동차 극장과 

같은 것이다.

자동차 극장은 자동차라는 이동하는 

폐쇄적 방들이 스크린 미디어를 매

개로 한 공간에 집합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적 공간의 성질과 그 속에서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익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되, 접촉하거나 대화하지 않으

며 각자의 내밀한 사적 세계를 지키려는 열망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열

망을 충족시켜주는 사적인 매체가 등장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객차 안 독서

가 대표적이며, 현재는 스마트폰 등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기계가 제

공하는 공간성과 그에 결부된 매체는 단지 사적 세계를 지키기 위한 피난처로

서만이 아니라 이동속도로 인한 세계와 대상인식을 추상화하고 대체하는 강력

한 존재가 된다. 

 한편, 통과이동의 경험이 사적인 이동기계내부에서의 순수한 속도의 경험을 

낳았다면 순환이동성의 비-장소 공간들은 실제 도시의 공적 공간에 대한 개

인의 경험을 바꾸어 놓는다. 접촉과 공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개별자로서 가상

적 개실(혹은 폐쇄적 객실)을 갖는가 하면 타인과 외부환경에 대한 시각적 관

조라는 특징적 경험양식을 통해 타자 혹은 공간과 관계를 맺게 만든다. 또한 

거주와 일상을 상품이 제공하는 의미로 경험하며 같은 공간 혹은 같은 재화를 

공유한다는 것과 계약적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공에 속해있다는 감정

을 갖게 된다. 

호텔과 같은 직접적 거주양식의 분할과 도시로의 유출이 있는가 하면 카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일상적 행위들을 수용한다. 특히 무선인터넷과 휴대용 개인 

컴퓨터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카페는 일종의 업무공간, 도서관, 서재가 

되기도 하고 만남 혹은 사색과 고독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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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호적 소통 경험 : 경험의 대리성과 이미지화

거대한 짜임새를 규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고속도로의 간판들인데, 그 조각적 형태 
또는 그림같은 실루엣, 공간에서의 특정한 위치, 구부러진 형상, 그래픽 의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134) 

 이동성의 지배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한 기호적 경험양식 보편화하는 본질

적인 원인임을 이미 살펴 보았다. 기호적 경험이란 기호체계가 공간의 지표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공간의 내용을 대체하는 것이다. 기호체계는 장소나 공간

의 내용을 지시하고 공간 자체도 이동질서를 형성하는 배열에 따라 목록화된

다. 도로의 표지판, 각 역들에 붙어있는 지명, 외부세계의 이미지화 등은 장

소의 질적 차원, 장소에 대한 직접적이고 역사적인 관계를 약화시키고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공간과의 관계성의 경험양식을 보편화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기호는 공간과 사용자의 관계를 매개한다. 사용

자는 그 공간에 대한 전승에 따른 경험이나 사전 지식이 없이도 기호에 대한 

지식만으로 공간에 금새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호의 매개적 특성은, 계약을 수행하는 기계와 공간사용자의 정체성을 부여

하는 매개장치 그리고 상품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즉, 이들 모두 비-장소의 

공간들에서 기호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타인과의 접촉 상실과 그로 인한 시각적 소통성의 강화는 근대적 삶이 

낳은 개인성이 강화된 결과임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시각적 소통의 문제는 

근대 이후 폭증한 군중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응으로 더

욱 강화되었다.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접촉에 대한 공포가 낳은 근대 도시

계획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동성에 의한 근접성의 상실과 원격적 

연결은 낯선 자들과의 익명적 접촉의 기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근

대 철도여행과 결부한 대규모 국제 박람회 등 도시이벤트는 엄청난 군중 속에

134) Rovert Venturi and Denise Scott Brown, 「A Significance for A&P Parking Lots or 

Learning from Las Vegas」, Architectural Forum 128, no.2(March 1968), in Kate 

Nesbitt ed., 최학종 역, 건축이론 1965-1995, Spacetime, 2007,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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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도시가로를 향한 카페 좌석 : 도시는 
이미지 흐름의 스크린이 된다.

서 익명적 개인이 취해야할 새로운 시각

적 태도를 만들어냈다. 철도여행이 낳은 

독서를 통한 시선의 회피, 박람회 공간

이 강제하는 타자에 대한 추상적 시선의 

관계는 점차 타자와의 접촉이 가져왔던 

감정을 탈색시켜왔다. 세넷은 이를 연민

의 시선이 행동으로 이어졌던 전근대와 

달리 ‘감정없는 시선 혹은 실천없는 

시선’이 발생한 것이라 평가하였으며 

이는 마치 TV 화면을, 컴퓨터 스크린에 

실시간으로-맥락없이 보이고 단편적인 이미지들의 연속인-업데이트되는 인터

넷 뉴스를 보는듯한 경험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도시의 경험들은, 접촉의 문제이기보다 시각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각적 관계는 미디어스크린이나 이미지기호 그리고 유리와 

같은 평평하고 접촉성이 없는 추상적 평면을 통해 매개된다. 유리의 투명성과 

배제성이 가진 양의적 측면인, ‘보되 만지지 마시오’라는 행동강령은 ‘유

리’라는 공간적 요소가 발산하는 메시지를 통해  전면적으로 투명한 유리건

축을 지배한다. 또한 미디어스크린이나 각종 이미지기호들은 단지 자신들이 

가진 규범적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유리의 투명

성이나 미디어스크린의 평평함은 접촉을 제거하고 시선을 되돌려주지 않는 관

계를 형성하므로 아우라 상실의 경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공적 이미지는 신체 접촉이나 대화 소통이기보다 흐름의 시각적 이미지

로 구성되고“길거리의 사람들은 이제 경치나 스펙타클로 보이게 된다.”135) 

노천 카페 테라스에 거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사람은 도시의 흐름을 보며 

자신이 공공적인 공간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136)  그러나 이러한 움직이고, 

생각하는 개인들로 가득한 스펙타클은 단지 “자신만의 사적인 생각의 극

135) Richard Sennett, 임동근 외 역, 살과 돌 :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문화과학사, 1999, 

p.364

136) 파리의 유서깊은 장소로 공인받고 있는 카페 드 플로르는 철학자, 문학가, 예술가들이 자주 찾

던 장소로 명성을 얻었는데, 카페 테라스 석에 앉아 작업한 쌍뻬의 일러스트를 보면 거리를 향해 

앉아서 자동차와 사람의 혼합된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이 카페가 주는 도시적 경험의 정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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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37)이며, 개인들은 공적 이미지를 통해 결국 자신을 보게 된다. 

따라서  흐름의 이미지와 기호체계는 비-장소의 중요한 중재자임이 입증된

다. 이 기호들은 “개인과 공공적 기구 사이의 비인간적 매개물-오직 표지나 

화면으로만 이루어진-”138)이며, 개인은 이들 기호와만 관계하며 개별적으로 

고립되는 경험에 이르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고독한 상태에서, 타인과 공

유하는 단독적 정체성의 유사성이라는 자아 이미지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인 기호 소통의 경험은 오제의 말처럼 다시 현재적 시간성

(actuality)으로 귀결된다. 

현재성의 지배 아래에서 “오직 떠다니는 이미지들의 움직임”은 오제에 의

하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이 이미지들은 비-장소의 시스템을 만

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세계적인 친숙함을 만들어내는 우주론을 

인지하게 만든다. 이것은 비-장소의 역설에 해당하는데, 이방인이나 길 잃은 

외국인은 오히려 고속도로, 주유소, 맥도날드, 호텔 체인의 익숙한 이름 등에

서 ‘집’을 발견한 안도감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문화의 영향 하에서 

여행은 사실 다른 곳으로의 여행이 아니며, 오히려 이국이나 이방인은 아직 

글로벌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곳에 있다. 따라서 ‘이미지들의 움직임’은 사

실 글로벌소비자라는 단일한 정체성에 소속감을 부여하는 글로벌브랜드들의 

떠다님이며, 이 움직임이 사실상 비-장소의 공간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적 시간성은 공간의 일시적 접속이나 점유라는 사용방식 또는 매체

가 제공하는 실시간 디스플레이의 경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비-장소를 지배하는 이동·순환의 흐름들은 여행자와 교통기계의 

흐름, 미디어와 이미지 기호의 흐름, 상품의 흐름들이 ‘새로운 우주론’적 

공간에서 얽히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137) Richard Sennett, 임동근 외 역, 살과 돌 :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문화과학사, 1999, 

p.364

138) Marc Augé(2008), op.cit.,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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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 결

 이상과 같이, 현대 사회의 이동성 증가의 영향 하에서 기존의 ‘장소’ 개

념이 변화하고 ‘비-장소’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마크 오제가 주장한 

비-장소의 개념을 현대도시건축공간의 현상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이동과 순환이 지배하는 공간은 일차적으로 교통수단의 순수한 이동만을 위

해 건설된 도로, 철로 등의 인프라스트럭처이다.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은 흐

름을 연속시키는 공간형식과 임시적인 점유 그리고 기계가 매개하는 임시적 

계약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장소는 이동성의 측면에서 인프라스트

럭처의 건축, 이동공간인 도시 가로의 실내化를 통한 도시 재현이라는 건축적 

특징을 가진다. 이 두 공간형식의 특징은 ‘흐름의 공간화’라고 정리하였으

며, 흐름의 공간에서 교환과 소통의 관계는 기계나 상품이미지 혹은 기호를 

통해 추상적으로 매개된다.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순수한 속도의 경험은 대

상과 세계를 이미지화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바꾼다. 또한 인프라

스트럭처 위를 이동하는 경험과 연관하여 이동기계내부의 경험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전통적 관념을 파기한다. 나와 타자 혹은 공간과의 관계는 기호

나 기계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형성되며 또한 공간에 대한 시간적 점유의 권

리로서 정체성은 계약을 통해 부여된다. 또한 매개체로서 텍스트와 이미지와 

같은 기호는 공간의 규범과 이동질서를 보조하고 흐름의 이미지의 일부, 도시

나 비-장소 공간의 시각적 경험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순환이동에 관계된 공간으로서 실내화된 가로의 형식은 이동 중의 교

환과 소통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파리 아케이드로부터 나타난 이동공간의 실

내化는 전통적인 도시 가로의 공공성을 특수한 상품풍경의 매개와 외부를 내

부화하는 공간형식의 매개를 통해 사적인 것과 모호하게 뒤섞는 공공공간의 

사유화(私有化)를 낳았다. 

 순환이동성의 공간으로 수퍼마켓과 호텔 그리고 카페 등을 대표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수퍼마켓은 상품형식이 일상의 내용과 인식을 기호로 대체하고 일

상의 질서를 공간적 배열로 드러낸 대표적인 공간이다. 수퍼마켓에서 상품과 



- 106 -

이동질서
형성과 보조

흐름의 이미
지 경험

이동순환의 공간

현재성

추상적 관계성 기호 소통

기계-접속

계약성

교환소통공간
이동공간의

실내化

교통공간
인프라스트럭처

의 건축

통과이동 순환이동

사적 공간
의 도시화

-흐름의 공간적 연속
-경계요소 : 이동기계와
지붕구조물
-임시 점유와 임의 계약

-흐름의 공간적 연속
-경계요소 : 쇼윈도, 지
붕, 투명성, 실내
-상품풍경, 시각적 소통 기계, 기호, 경계가

매개하는 관계성

그림 3-19 현대도시건축시설을 통한 비-장소의 구체화

개인의 추상적인 관계는 상품의 목록에 따른 배열과 그 사이를 원칙적으로 자

유롭게 이동하며 상품을 사유하도록 만드는 카트와 신용카드의 존재로 드러난

다. 수퍼마켓과 달리, 호텔과 카페는 상품재화가 아닌 공간상품의 판매공간으

로서 점유시간에 대한 계약을 통해 작동하는 순환이동 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사적인 거주의 요소들의 부분이 상품화되어 도시로 유출된 도시의 임시거주양

식이다. 호텔이 매우 견고하고 명확한 물리적 구획의 사적 개실로서 도시적인 

동시에 개별적인 임시거주처가 된다면 카페는 테이블과 좌석의 임의적 사용에 

따라 가상적인 사적 영역이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재편되는 도시공공공간의 한 

형태가 되었다. 동시에 두 공간 모두 일시적 거주를 표상하는 가정적이고 편

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상과 같이 이동성이 지배하는 공간의 특징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이 출

현하고, 실내화된 가로를 통해 도시에 상품화된 일상과 임시거주양식을 재현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 두 공간형식은 공통적으로 이동의 연속적 흐름을 공간화한 것이고 교환과 

소통의 관계는 기계나 상품이미지 혹은 기호를 통해 추상적으로 매개된다. 

또한 공적인 흐름의 공간에서 사적 공간(교통기계)이나 개인의 개별성이 중요

해지며, 이 같은 개인성의 발달은 흐름 속에서의 임시적 소통과 접속의 순간

성에서 비롯되며, 소통의 매개체인 기호나 기술은 항상 현재의 자기자신으로 

의식을 되돌리게 하는 현재성이라는 관계적 특징을 낳는다. 

따라서 이동·순환 공간들의 확산은 임시적 점유와 접속의 공간에서 기계와 

기호가 매개하는 계약성을 낳았으며, 이러한 기호적 소통은 도시에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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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공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통과·순환 이동성의 공간으로서 비-장소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된다.

*관계의 추상성과 계약성

*일시적 접속과 점유의 시간양식

*계약과 계약수행매개체(카트, 신용카드, 상품 등)를 통한 정체성 부여

*개인성의 강화와 동시에 사적 행위의 영역들이 도시의 공적공간들로 유출

*그로 인해 공공성과 사성의 경험양식을 변화시킨다.

즉, 이동성 공간으로서 비-장소의 공간들은 속도의 경험, 이동하는 사적 공

간성의 경험, 일상의 추상화와 상품화, 점유와 접속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과

의 관계 그리고 일시적 시간성이라는 경험적 특징을 낳는다.

따라서 비-장소는 순수하게 이동·순환을 위해 건설된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부산물로 나타난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 그리고 이동 중의 교환·소통을 담당

했던 도시가로의 실내화라는 특징을 가진‘흐름의 공간화’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비-장소의 제도이자 권리로 제공되는 ‘계약성’이 부여하는 정

체성, 흐름과 정체성 그리고 비-장소의 중첩하는 관계를 매개하는 ‘기호와 

기술’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흐름의 공간으로의 변화와 공간과의 계약적 관

계의 출현 그리고 기호·기술에 의한 소통성의 확산은 결국 현대도시의 일반

적이고 공공적인 경험을 변화시킨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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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본 절에서는 비-장소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항건축을 중심

으로 비-장소적인 건축공간의 형식과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본다.

우선 장소적 측면에서 공항건축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처음부터 도시적 일

상의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비일상적인 이벤트로부터 성립하였다는 사실

이다.1) 공항은 도시의 외부에 자리 잡고 특별하고 부정기적인 이벤트로부터 

대중들을 끌어들여 공간적으로 기존의 장소들이 얽혀있는 도시와 무관하게 성

립되었으며, 또한 시간적으로도 일상의 리듬에서도 벗어나 있는 장소였다.2) 

1) 격납고와 비행장을 갖춘 최초의 공항은 1904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Dayton에 지어진 

Huffman Prairie이다. 이 곳은 주 도로와 트램역((Simms station)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인

프라스트럭처와의 연결성과 접근성이 매우 좋아 많은 수의 사람들이 탑승의 목적이 아닌 이

들의 비행연습과 비행기의 장면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 Huffman Prairie는 격납고, 비행장, 

교습소, 비행기 제작소 등을 갖춘 최초의 복합시설로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적 비행

과 파일럿 교육만을 실행했기 때문에 승객을 태우기 위한 터미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비행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비행기 개발 및 정비, 비행교습, 비행

실험, 비행이벤트와 관중-가 이 곳에서 일어났으며 사람들은 중력을 벗어나는 전대미문의 혁

신적 기술을 보기 위해 늘상 모여들었다. 이 곳을 최초의 공항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 원시적

이긴 하지만 비행장과 격납고라는 물적 토대가 갖추어지고, 비행을 둘러싼 총체적인 행위들

이 공공적 관심과 접근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공항은 성립부터 비행기를 위해 넓게 

펼쳐진 비행장과 사람과 비행기를 수용하기 위한 격납고와 훈련소 등의 건물, 그리고 ‘비행’

이라는 행위를 둘러싼 공공적 접근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Huffman_Prairie

2) Huffman Prairie 이후에 공항시설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모델은 다름 아닌 에어쇼(Air 

Show)였다. 비행기라는 신기술과 그들 간의 짜릿한 경쟁은 하나의 서커스 혹은 스펙타클

(spectacle)이 되었다. 이 에어쇼에 참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상점들과 600석의 좌석

을 갖춘 레스토랑(여기에서 비행장을 볼 수 있었다), 이발소와 미용실, 우편 및 전보를 보낼 

수 있는 사무실 그리고 넓은 스탠드 좌석(grandstand)이 마련되었다.  최초로 비행장을 둘러

싸고 건축시설의 복합군이 임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비행장 주변에 마련된 그랜드스

탠드는 비행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방되어 있었으며 군중의 시야를 확

보하기 위해 2층 레벨의 단으로 되어있었다. 또 전면은 군중을 위한 스탠드로, 후면은 에어쇼 

참가자들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이용객 분리는 오늘날 공항에 나

타나는 여객-공항종사자를 분리하는 평면계획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에어쇼로부터 공

항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건축비평가 휴 피어만(Hugh Pearman)은  

이상적인 비행장을 설계하기 위해 한 노력은 단지 ‘이벤트를 기획한 것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Hugh Pearman, Airports : a Century of Architecture,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London, 2004, p.3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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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건축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기존 도시나 일상 리듬의 맥락에서 벗

어나서 성립되었다는 점은, 비-장소적인 측면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행 자체의 특성이 중요하다. 비행기는 매우 비싼 교통수단이었으며 그

로 인해 항공 산업으로서 대중적 교통시설로 자리 잡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

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동성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철도역이 처음

부터 대중교통시설로 나타나고 도시 내부에 위치하여 이내 도시민의 일상 속

에 자리 잡았던 것3)과 달리 공항은 전쟁을 위해 설립한 비행장이 전후에 상

업비행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4) 또한 도시와의 이격거리로 인해 비행

을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행의 시

간 단축에도 불구하고)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점차 비행 수요

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건축은  ‘상업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자 비행

의 절차를 공간적으로 조직하는 하나의 건축 유형으로 발전해나갔다. 발권과 

탑승대기를 위한 홀은 늘어난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대형화되었고 혼잡을 방

지하기 위해 출발과 도착 게이트를 분리하면서 동선이 분리되었다.5) 터미널

이 독립적인 건축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에어쇼를 통해 표출되었던 ‘이

벤트로부터 설립된 건축’이라는 특징은 여전히 유지되었다.6)

3) 최초의 철도역사는 1830년 9월 개관한 런던 Crown Street Station이며 Liverpool과 

Manchester간을 운행하였고 일반 대중이 이용하였다., 신예경, “20세기 서울역사의 도시공간

적 변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23

4) 유럽에서 1919년 영국의 Air Transport and Travel(ATT)가 런던 Hounslow와 파리 Le 

Bourget간 국제항공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920년대부터 임시막사나 헛간이 아닌 건물로서의 

공항건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런던 Hounslow 공항은 전시에 사용했던 격납고를 여객터미

널로 사용하고 있었고, Croydon공항은 1928년에 고전적 스타일의 터미널을 새로 개장했다. 

5)  건축가 Norman Foster가 “모든 현대공항의 어머니(the mother of all modern airport)”라고 

극찬한 베를린 템펠호프(Tempelhof) 공항은 현대공항건축의 원형을 설립했다. 철골구조에 

의한 높고 넓은 무주공간, 도시의 기념비적 입구로서의 정면성과 기하학적인 배치, 현대공항

터미널과 같이 매우 길고 선적인 매스, 출발과 도착 게이트의 분리, 비행을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전망대 등, 향후 현대공항건축에 이어지는 건축적 특징들이 템펠호프를 통해 제

시되었다. 관제탑과 건물이 중심축을 강조하며 통합되고, 출발동선과 도착동선이 완전히 분리

되는 형태는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에서 완전한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된 것이다., David 

Pascoe, Airspaces, Reaktion Books, 2001, p.158 참고.

6) 템펠호프 공항은 세계 일차대전 이전에는 퍼레이드와 에어쇼를 위한 공공공원 부지에 건설된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각인되어 있었다. 1923년 이후 상업비행이 

시작됨에 따라 1926년 첫 번째 모던 터미널이 Paul and Klaus Engler의 디자인으로 건설되

었다. 대칭형 건물 한쪽 면에는 철골조의 광대한 캔틸레버가 비행기를 덮고 있었으며 캔틸레

버 상부는 65,000명에 달하는 에어쇼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었다. 항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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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60년대 이후 제트기의 등장과 항공산업규제완화가 맞물리면서 항공 

산업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는데, 제트기의 기술적 특징7)은 공항건축의 폐쇄성

과 연결성 그리고 투명성을 동시에 촉진하였으며 공항건축 공간의 기계적이고 

매개공간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대중화는 상업적 요구에 맞물려 터미널에서 

소비 공간의 비중을 점차로 늘리는 요인이 되었고, 비행 산업과 항공사 홍보

를 위한 이미지로서 공항건축 형태를 상징화하는 경향을 낳았다. 이들 경향은 

허브 앤 스포크 노선 시스템에 기반을 둔 국제허브공항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

다. 국제허브공항은 각 도시 간 연결 및 환승을 주 기능으로 삼기 때문에 건

축공간은 흐름의 연결과 환승 시스템을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세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교차하며 머무르는 사람들

을 위해 소비문화공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공항건축은 교통공간인 

동시에 복합문화소비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4.1. 흐름의 공간화

 공항건축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제트기의 등장은 터미널과 비행장의 고전적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제트 블라스트(jet blast)8) 의 위험

성으로 인해 더 이상 승객과 관중들은 비행장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에 

간조명을 드라마틱하게 밝혀놓음으로써 공항과 그 인근은 그 자체로 베를린 “지역을 위한 진

정한 Son et lumière 쇼(사적지 등에서 밤에 특수 조명과 음향을 곁들여 그 역사를 설명하는 

쇼)”가 열리는 스펙타클의 場이었다고 평가된다., David Pascoe, op. cit., p.115

7) 1958년 보잉 B707 제트 여객기 시대가 열리면서 공항건축은 새로운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

다. 이전까지는 피스톤 엔진을 사용한 프로펠러식 비행기(더글러스 DC-3가 대표적)였다. 제

트기는 더 빠른 속도의 비행이 가능했고 여객기의 크기 또한 매우 커져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 항공수요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제트기는 엔진 후면에서 제트후류(jet blast)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의 여객기와 달리 사람들이 기체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위험

하므로 이전의 공항건축과 같이 승객이 계류장으로 직접 나가서 탑승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제트기의 보편화가 가져온 규모 증가와 위험성에 대응하는 공항의 새로운 형식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8) 제트 엔진의 추진 시 엔진 후면에서 발생하는 강한 기류를 말한다. “Jet blast is the 

phenomenon of rapid air movement produced by the jet engines of aircraft, particularly 

on or before takeoff.”, http://en.wikipedia.org/wiki/Jet_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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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Idlewild 공항의 TWA터미널

따라 사람을 보호하고 비행장과의 관계를 매개해줄 공간적 연결 장치가 필요

해졌기 때문이다. 

제트기를 고려한 첫 공항건축이었던 TWA터미널과 Dulles 국제공항 터미널은 

사람을 제트기와 비행장으로부터 떼어놓고 그 둘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연결하

는 ‘흐름의 매개 공간’, 즉 ‘흐름의 공간화’ 라는 특징을 가시화한 대표

적인 프로젝트였다.9) 

‘흐름의 공간화’는 건축 외부의 교통 흐름을 연결하고 비행 흐름으로 교환

하는 일차적인 교통흐름의 이행으로 나타난다. 흐름의 이행은 결국 비행기 탑

승이라는 절차로 수렴된다. 제트기 시대 이전의 공항에서는 탑승이 비행장에

서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터미널은 단순한 대기공간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제트기 시대가 초래한 ‘흐름의 공간화’는 본질적으로 스텝카

(step car)와 같이 탑승을 매개하던 기계장치의 역할이 건축으로 편입되는 것

을 뜻한다. 따라서 공항건축의 내부공간은 대기시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성격

과 탑승을 매개하기 위한 흐름의 분산장치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4.1.1. 흐름의 건축적 해석

 ‘흐름의 공간화’의 대표적인 초기 사

례인 TWA터미널과 Dulles 국제공항 터

미널은 비행흐름에 대한 두 가지 건축적 

해석의 결과였다. 이 두 터미널은 같은 

시기 완공되었으나 에로 사리넨은 ‘비행

흐름의 건축’ 에 대한 상해석을 내놓았

다. 하나는 ①‘비행흐름’의 상징적 형

태에 대한 해석(TWA Terminal at 

Idlewild)에 강조점을 두었고, 다른 하나

는 ‘비행행위’에 초점을 둔, ②기능적 프로그램을 건물이 어떻게 수용하고 

9)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 1910-1961)의 TWA 터미널(1962, JFK공항, New York)과 

Dulles국제공항(1963, Washington D.C)이 1950-60년대 제트기 시대의 첫 공항건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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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WA 터미널 평면도, 중앙 라운지 공간은 시각적 정점을 
이루고 탑승은 양쪽 튜브통로를 통해 위성터미널로 이동하여 
이루어진다.

조절할 것인가(Dulles International Airport)에 대한 기능적 해석의 결과였

다. 

 TWA 터미널은 건물의 외관과 내부 모두에서 비상하는 새의 날개 혹은 둥지

를 연상시킨다. 건축주였던 TWA 회장의 ‘The Spirit of Flight’을 상징

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라는 요구에 대해,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은 “나

는 TWA가…콘크리트로 주조된 흐름의 전체적 단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

다.”10) 라고 말하며  ‘비행의 정신’ 은 흐름을 형상화하는 조각과도 같은 

물적 공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11)  그런 의미에서 TWA

터미널은 승객들을 비행기로부터 격리시키면서 ‘비행’의 이미지를 발산하고 

비행기를 ‘조망’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고안되었다. 에로 사리넨이 ‘비행의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보다 공간과 시간에서 ‘흐름’의 느낌을 가

시화하는 데에 있었다. TWA는 내・외부 모두 유선형의 콘크리트 구조로 이

루어져 있으며 4개의 반원통형 지붕이 중앙에서 교차하도록 되어있다. 유체역

학적으로 디자인된 내부공간은 정지 상태에서도 ‘흐름’을 가시적으로 경험

하게 한다. 또한 비행정보모니

터에 끊임없이 깜빡이는 비행

의 시간과 중앙 상부의 시계가 

지시하는 승객의 ‘시간’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교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

제적인 동선  ‘흐름’은 랜드

사이드 커브의 주출입구에서 

중앙의 계단으로 수렴되었다가 

확 트인 라운지로 발산되고 위

10) 1956년 건축역사가 John Peter와의 인터뷰, Saarinen says, “I think TWA will, as a 

concrete building, also have the sort of total unity of the flowing, cast material of 

concrete......Very strongly I feel that a building has to be all one thing-a sense of 

unity in philosophy, a sense of unity in form, a sense of unity with its purpose. A 

building should be just one thing.”, Hugh Pearman, Airports : a Century of 
Architecture,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London, 2004, p.117

11) 그는 TWA를 구상할 때 콘크리트로 주조된 하나의 조각을 염두에 두었고 그가 심사했던 시

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당선안(건축가 Jørn Utzon)과 Lambert 공항(St Louis, Missouri)의 

쉘 돔 그리고 당시 계획된 Oscar Niemeyer의 Brasilia계획에 사용된 유기적인 캐스트콘크리

트의 영향을 받았다., Hugh Pearman, op.cit.,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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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TWA의 중앙 라운지

성터미널로 향하는 폐쇄적인 튜브

통로입구로 흘러나간다.

터미널의 기능과 그것을 처리할 기

계적 기술들 그리고 평면상의 기능

적 배치 등을 보면 에로 사리넨이 

‘비행의 상징’을 형태적으로 표

현하면서도 비행이라는 행위를 처

리하기 위해 터미널 공간을 프로세

서로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로 사리넨은 새로운 모던 공항의 기술적 표준을 위해 세 가지 주안점을 두

고 터미널을 디자인했다. 신속한 체크인 프로세스, 비행정보의 지속적 업데이

트, 그리고 빠른 수화물 처리가 그것이다. 또 첫 jetways(여객기와 터미널 건

물을 잇는 승강용 실내통로), CCTV, 방송시스템(PA system)12), 수화물벨트

(baggage carousels), 비행정보모니터(electronic schedule board), 위성터

미널(satellite Terminal) 등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또한 상징적인 공간과 기

능적인 공간을 영역적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비행기 탑승은 위성터미널에서 

이루어졌고 향후 늘어나는 비행수요에 따른 확장을 고려하여 두 동의 위성터

미널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탑승통로를 만들어두었다. 중앙의 로비라운지 공

간 좌우로 항공사 사무실, 이발소, 소매점, 편의시설들이 대칭적으로 기능적

인 요구에 따라 밀집 배치하여 비행장을 향한 투명성과 중앙라운지의 상징적

인 대기 공간적 성격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TWA 터미널에 나타난 ‘흐름의 공간화’ 적인 성격은 단지 ‘비

행’을 상징적으로 가시화하는 하나의 오브제로 또는 ‘비행’의 현대적 은

유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13) 그보다는 오히려 터미널은 실제 탑승이 있

는 말단지점이 아닌, 하늘의 영역인 비행기로 사람을 데려다 주기 위한 일종

의 정거장의 성격14), 즉 흐름의 매개와 이행을 위한 기능적 내부로서 이해되

12) 큰 방이나 많은 청충들 앞에서 소리를 확성시키거나 조절하는 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 

퍼블릭 어드레스 시스템 [public address system] (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

(현 한국언론진흥재단))참고.

13) 이에 대해 데이비드 파스코는 “공항을 현대적 경험의 은유로서만 바라보는 태도는 오히려 

공중(airspace)과 땅 사이에서 ‘공명하는 이중성’이라는 진정한 현대인의 경험을 놓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David Pascoe(2001), op.cit., p.7, p.18

14) 땅과 공중 사이의 정거장의 성격은 건축적으로 TWA 터미널의 지붕과 내부공간의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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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워싱턴 Dulles 국제공항의 에어사이드

어야 한다. 

 TWA와 같은 시기 완공된 에로 

사리넨의 또 다른 공항건축인 워싱

턴 Dulles 국제공항은 공항이라는 

건축유형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

민한 결과물이었다.15) TWA에서 

공항건축의 상징성과 그 건축유형

만의 고유한 형태를 새와 비행의 

은유로서 제시했던 그가 거의 같은 

기간 Dulles에서는 터미널 안에서 

수용해야할 기능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작동하는 요소들과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동시에 고민했다는 것은 ‘공항의 여객터미널이란 어떤 종류의 시설이며 

그것의 상징적인 형태는 어떤 모습이며, 그 내부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야하

는가?’라는 건축유형적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였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Dulles 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은 두 개 층으로 구성되었다. 지상레벨에는 발

권카운터와 상점, 출발게이트가, 그 아래에는 도착게이트와 수화물 찾는 곳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결동선공간이 자리 잡았다.  TWA 터미널 주출입구로

그리고 탑승튜브통로를 통해 나타난다. 이 건물의 지붕은 공기역학적 흐름에 대한 솔직한 대

응이면서 공중의 기류에 몸을 내맡기는 새의 날개를 상징하는 동시에 땅과 하늘의 경계를 긋

는 역할을 한다. 지붕곡선의 흐름은 중앙 라운지 전면 외벽을 열어주면서 한정하는데, 지붕의 

닫힘과 벽의 제한적 열림(투명하지만 막힌 유리벽)이 만나면서 건축공간이 하늘과 땅의 관계

를 제한하고 지시한다.  하늘의 비어있음과 투명함은 건물과 비행장 사이의 투명유리벽으로 

대체되고 땅의 사람은 건물의 유리스크린을 통해서, 그리고 비행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늘

과 관계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기계에의 탑승도 탑승통로라는 닫힌 영역을 통해서

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제 터미널 건축공간을 거치지 않고서 승객은 비행의 영역을 인지하

거나 다가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이 흐름의 ‘이행과 매개를 위한 공간’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15) 에로 사리넨은 John Peter와의 인터뷰에서 두 건물을 생각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언급

한다. 전술했듯이 TWA터미널을 흐름의 단일체로서 일종의 오브제로 여겼던 반면 Dulles에 대해

서는 매우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공항전문가가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묻자 그는 “나는 

아주 최근에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공항터미널은 어떻게 기능해야하는가? 최선의 방법

은 무엇인가? 터미널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이 

모든 문제들은 매력적이고 우리는 문제의 진짜 분석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답한다., 

Hugh Pearman, Airports : a Century of Architecture,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London, 2004,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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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ulles여객터미널 평면도

그림 4-5 Dulles 여객터미널의 단면도, 출발도착 동선의 수직적 분리와 자동차-모빌라운지와 터미널의 접근관계

부터 중앙 라운지까지 이어지는 중심성과 달리 Dulles 터미널은 기둥 모듈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인해 중심적 입구가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입구에서부터 

비행장을 조망하며 중앙동선을 향하는 강한 흡인력이 부족하다. 동등한 위계

의 8개의 출입구 바로 앞에 항공사 발권카운터 및 편의시설들이 있는 3개의 

매스가 놓이고 그들 사이에 탑승라운지로 연결된 통로공간이 있다. 탑승 라운

지는 비행장을 향한 조망과 모빌라운지 탑승을 위한 1차 대기공간이다. 각 게

이트에서 모빌라운지에 탑승하고 모빌라운지는 계류장의 비행기에 직접 접속

하여 승객은 땅을 딛지 않고 바로 비행기로 옮겨 타도록 되어있다. 

TWA터미널에서 실제 비행기 탑승이 위성터미널에서 이루어지고 본 터미널에

서 위성으로 연결되는 jetways(승강용 실내통로)가 있었다면, Dulles 터미널

은 모빌라운지(mobile lounge)라는 새로운 기계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계류장

의 비행기로 접근해 탑승하도록 계획했다. TWA 터미널과 마찬가지로 터미널 

공간은 <발권-대기-조망>을 위한 상징적 매개공간이었으나 모빌라운지는 

TWA 터미널의 탑승통로와 같은 건축적 장치가 아닌 순수한 기계연결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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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TWA 터미널에서 폐쇄형 복도인 탑승통로가 터미널을 상징적인 대기공간으로 

남겨놓았듯이 모빌라운지는 Dulles 터미널의 대공간을 단지 발권과 대기를 

위한, 비행기를 조망하되 접근할 수 없는 대기공간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비

행장으로의 흐름을 매개하는 최소한의 건축적 공간장치인 복도마저 기계적 이

동수단에 내주어 정거장으로서의 성격이 확증된다. 

 이는 ‘흐름의 해석’에 대한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다. 

TWA 터미널은 비행흐름의 경험을 미학적 상징성을 통해 표현하기 위해 유기

적 형상을 가진, 그러나 견고하게 고정된 공간을 만들어냈다. 형태적으로는 

매우 유연하고 유동적인 인상을 주었고 새로운 여객처리시스템을 도입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의 복잡함과 구조적 경직성에 의해 확장과 변화에 따른 

대처가 불가능하여 실제적인 승객과 화물처리 시스템으로서의 기술적 요구에

는 유연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16) 따라서 흐름에 대한 상징적이고 미학적

인 해석의 공간화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흐름의 변화를 다루는 프로세서로서

는 실패였음이 판명되었다. 

반면, Dulles 여객 터미널은 흐름의 프로세서로서 기능적 접근을 우선시하였

고 이를 위해 채택된 모빌라운지는 오히려 건축공간으로부터 동선적 기능을 

박탈하였다. 이 점에 대해 비판한 건축비평가 레이너 밴험(Reyner Banham)

의 평가를 보자.

그 결과로 에어필드(비행장)에 있는 실용적인 모든 건물의 상태가 의문시될 것이
다. 제트기가 매우 커지면서 그들을 격납고에 쑤셔넣기보다, 그들이 서비스 받고 
있는 동안 항공기로 피난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 시작했다. 어쨌건 수퍼 버스와 
모빌라운지와 함께 마침내 승객건물(Passenger Building)을 최소로 줄이자는 강한 
의견이 일어났고 따라서 하나의 빌딩타입은 건축가가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배우기
도 전에 항공사 운영에 명백하게 소속되어 버렸다. 확실히 기념비적이고 머뭇거리
는 장소를 따르기보다,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의 프로세스에 강조점이 있었

16) 실제로 TWA항공사의 파산 이후에 TWA터미널은 2000년 문을 닫았고 소유권은 뉴욕뉴저지항만

관리청(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에게 넘어갔다. 항만관리청은 건물의 

특이한 형태와 공간 때문에 이 건물의 용처를 쉽게 찾지 못했다. 2003년에 Jet Blue 저가항공사 

전용 터미널 5의 신축계획과 함께 터미널 5의 Flight Center로서, 비행의 흥분을 지속할 로비로

서 함께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쓰이지 않고 비어있으며 부티크 호텔을 신축하면서 상징적인 

로비로 남기도록 제안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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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이 글은 명백하게 에로 사리넨이 Dulles 국제공항을 통해 제안한 공항건축의 

새로운 유형-흐름의 프로세서-에 대한 비판으로 쓴 것이다. 최소화된 터미널 

건물은 항공사 운영을 위한 기능만을 가진 ‘진부한(Obsolescent)’ 것으로 

전락해버렸고 수퍼 버스와 모빌라운지의 등장은 교통 프로세스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항건축을 상징적인 공간이나 기념비적 장소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다. 그가 모빌라운지와 그에 의해 단순한 운영상의 건물로 ‘전락한’ 터미널

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는 것은 밴험이 아키그램의 열혈한 지지자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아키그램의 ‘Walking City’의 비전처럼 터미널 

건물 그 자체가 이동하는 기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빌라운지의 존재는 흐름의 프로세서적 측면을 건축으로부터 박탈하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빌라운지로 인해 터미널 공간은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다. 터미널 건물의 본래 역할인 ‘비행기-사람의 접속’을 

모빌라운지라는 기계적 이동수단에 내어주고, 건물은 단지 항공사의 운영과 

대기공간으로 남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대공간 자체가 기능적이지 않

은, 단지 비행의 흥분을 간직한 채 바라보고 대기하는 공간으로 남게 되어 일

종의 ‘기념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18) 

결과적으로 TWA 터미널에 나타난 ‘흐름’에 대한 상징적인 형상의 제안은 

기능상의 한계로 인해 이후의 공항건축 유형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반면, 

17) Reyner Banham, “The Obsolescent Airport,” Architectural Review(October, 1962), 

pp.252~260

18) 밴험 또한 이 점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무자비한 회계업무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좋은 공공적 관계가 될 수 있다…런던 유스톤 아치를 만드는 정신은 여행자가 환상적인 모험을 

시작하기 전의 흥분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당대 진보의 이름이었던 런던 유

스턴(Euston) 역에서 기능적으로 불필요했던 도릭(Doric) 아치가 쓰인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 것

이다. 기차여행의 기술적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적 기계의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고전적 스

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곧 공항건축이 매

우 기능적 요구에 의한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진부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그로 인해(건

축과 기계 영역의 분리) 건축의 상징성이 다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항

공운영에 의해 나타나는 공항 디자인의 지겨움은 “어떤 일로 장소를 창조하려고 하는 개조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가장 덩치가 크고 궁극적으로 환원적인 족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다., Reyner Banham, “The Obsolescent Airport,” Architectural Review(October, 

1962), pp.2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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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Charles de Gaulle 국제공항 터미널 1

Dulles 터미널이 ‘흐름의 프로세서’로서 기능적 해법에 주력을 기울인 결

과는 역설적으로 상징성과 기념비성을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공항건축의 상

징적인 건축 미학은 ‘흐름의 공간화’라는 기능적 해석으로부터 설립되었다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4.1.2. 분산장치로서 건축공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흐름의 공간화’는 흐름을 연결하기 위한 jetways

와 같은 순수한 동선 공간과 모빌 라운지와 같은 기계연결장치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TWA 터미널의 탑승통로(jetways)는 이후 

나타나는 공항건축의 긴 선적인 형태와 피어(pier)로 발전하였고, Dulles 국

제공항의 모빌라운지는 현재 많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피플 무버(people 

mover)시스템의 전신이 되었다.19) 

 건축비평가 케네스 프램톤

(Kenneth Frampton)은 공항건축

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터미널 건물 형상과 공간 

자체가 비행기로의 동선을 분산배

치하고 유도하는 샤를-드골 형

(Charles de Gaulle)이고, 다른 하

나는 터미널 건물과 비행기 사이를 

셔틀 혹은 모빌라운지가 매개하는 

스텐스테드형(Stansted) 이다.20)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공항건축의 

19) People Mover, 공항 등에 이용되는 skytrain 등의 셔틀트레인시스템 혹은 moving walkway 

등을 지칭한다. http://en.wikipedia.org/wiki/People_mover 혹은 

http://en.wikipedia.org/wiki/Moving_walkway 를 참고할 것.

20) 물론 스텐스테드형은 덜레스 국제공항의 모빌라운지를 원형으로 삼고 있다, Kenneth 

Frampton, ‘Airport as a Architectural Type,’ Korean Architects 9307, pp.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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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터미널과 비행기의 관계를 흐름의 매개와 연결을 위해 

공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항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흐름의 공간화’에 대한 건축적 

해법으로서 건축 자체가 동선분산장치가 되는 것과 이동을 보조하는 기계와의 

결합이다. 

 첫 번째 해법인, 자체분산장치로서의 터미널의 명백한 사례는 샤를 드골

(Charles de Gaulle)국제 공항 터미널 1을 들 수 있다.

1974년 3월 14일 개장한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은 Aéroports de Paris

(이하 ADP) 소속 건축가 폴 앤드류(Paul Andrew)가 설계하였다. ADP는 터

미널 1의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그때까지 존재한 공항건축유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7개의 위성터미널을 가진 원형 컨셉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참조>

1. “Plane-less” 컨셉, 워싱턴 Dulles 공항처럼 비행기는 주기장에 있고, 승객들이 
이동하여 탑승하는 체계로 구상. 비행기가 직접 터미널 건물에 접속하지 않기 때
문에 건물에 대한 영향이나 위험요소가 적고, 또 건물의 길이나 형태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짐. 반면 이동시간이 길고 복잡하다. 이동수단에 따라 제한된 승객 수 
때문에 여러 번의 셔틀(Transporter)이동이 필요해짐.
2. finger pier 컨셉. 당시 파리 Orly공항 터미널이 이 유형이었다. ADP는 승객이 
자신의 차량에서 탑승게이트까지 보행거리를 최소화하길 원했지만, 피어 컨셉은 적
합지 않음.
3. satellite 컨셉. 비행기 주기를 많이 수용하지 못하지만 모든 승객이 같은 거리
를 이동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됨.
4. linear 컨셉. 이 안도 기각됨. 이 컨셉은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검색대를 중복배
치하면 보행거리를 줄일 수 있음. 출발 승객에 한해 주차부터 체크인 보안검색 게
이트에 이르는 동선이 명쾌하고 심플함. 그러나 도착승객은 자기 차를 찾아가는데 
때에 따라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할 수도 있고, 환승객이 걷는 거리 또한 매우 
멀어질 가능성이 있음.
5. 결국 달라스 포트워스(Dallas Fort Worth)공항과 같은 circular 컨셉으로 결정. 
모든 승객이 주차장에서부터 탑승게이트까지 거의 비슷한 거리를 걷게 됨.21)

 

위 항목을 보면 공항건축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터미널과 비행기의 연결방식

21) Jacques V. Block, Airports and Environment, Aéroport de Pari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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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임 8장 시작Linear Concept  참조임 9장 시작Pier Concept

 참조임 10장 시작Satellite Concept  참조임 11장 시작Transporter Concept
 참조임 12장 시작표 4-7 터미널 계획유형, 출처: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for airport terminals facilities F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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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승객의 탑승동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엇

보다 승객의 보행거리를 단축하는 동시에 제트기의 주기방식의 효율성도 함께 

만족시키는 형태를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선택된 것이 원형

의 중앙터미널과 위성터미널의 동심원적 중첩 배치였다. 

폴 앤드류는 중심이 비어있는 수직적 실린더 형태의 매스를 계획했고 각 기능

들-쇼핑 2층, 출발 3층, 도착 5층 등-은 층별로 수직적으로 분산되었다. 원

형실린더 형태는 비행기 주기를 따라 길어지는 매스와 보행거리에 대한 이상

적인 대안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이 원형매스의 중앙이 모든 흐름의 집중점, 

즉 더 이상 갈 곳 없는 멈춤의 자리가 된다는 점이다. 승객의 흐름을 지속시

키기 위해 앤드류는 중앙을 텅 빈 보이드로 처리하고 그 사이에 각 층을 미

리 정해진 동선루트를 따라 연결하는 투명한 퍼스펙스 튜브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다. 물리적으로 폐쇄된 흐름을 투명한 튜브벽을 통해 다른 루트로 이

동하는 사람의 끊임없는 흐름의 이미지를 조망하게 만든 것이다. 즉, 흐름의 

정지를 시각적 흐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렇게 정위감각의 상실을 막기 위

해 고안된 보이드 공간은 ‘원시의 장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억지로 분리시

키는 장소, 움직이게 하는 장소’22)로서 단지 분산과 이행만을 수행하고 끊

임없이 움직여야함을 강요하는 시각적 기념비가 되었다. 또한 동선분산장치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중앙 터미널과 실제적인 주기장과 탑승장이 있는 위성 터

미널 사이는 계류장 지하에 뚫린 터널 무빙워크로 연결되었고 이것은 TWA 

터미널의 제트웨이(jetways)와 같이 단지 움직임만이 존재하는 통과이동공간

이었다. 

이렇게 샤를 드골 터미널 1의 예는 공항건축 디자인의 핵심적인 원칙이 ‘흐

름을 연속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을 확증시켜준다. 실질적인 흐름이 멈추는 

곳을 시각적 흐름과 기계흐름(에스컬레이터)으로 대체하면서 공간의 상징성을 

획득한 사실은 TWA 터미널과 Dulles 터미널의 해법과 상통한다. 기계흐름으

로의 대체가 공간에 상징성을 부여한 모빌 라운지의 경우나 중앙라운지의 투

명스크린이 시각적 흐름을 제시하는 동시에 실질적 흐름은 폐쇄적인 통과이동

공간(jetways)으로만 처리하는 TWA의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22) David Pascoe, op. cit.,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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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흐름의 공간화’에 대한 특별한 건축적 형태와 해법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샤를-드골의 터미널 1은 곧 실패작으로 판명되었다. 거대

한 제트기를 포섭하기 위해 설정된 이중환형 배치로 인해 원형터미널은 공항

건축이 수행해야할 기능적 프로세스를 수직적으로 배분했고 건물 안팎의 이동

은 전기이동수단에 의존했기 때문에 매우 에너지낭비가 심했다. 특히 개관 직

후, 제트기에서 내리는 수많은 승객의 수화물과 입국심사를 처리하기에 원형 

공간과 좁고 수직적 층 분리가 있는 동선 통로는 명백한 실패임이 입증되었

다. 이는 TWA와 마찬가지로 공간의 견고한 형태로 인해 확장성과 유연성

(flexibility)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파스코(David 

Pascoe)가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닫힌 비행기 자체의 위성터미널에 코를 바짝 갖다 대는 닫힌 근접성은, 결국 출발
승객에게 흥분되는 조망을 선사한다. 그러나 앤드류의 원형 형태 안에 탑승과 보
안검색과 발권카운터의 선적인 과정을 조절하려는 가정은 터미널의 합리성을 약화
시킨다. 게다가, 각 층이 너무 하나의 위아래에 붙어있어서, 승객이 관련된 레벨과 
방향에 대한 감각을 얻기가 힘들고, 에어사이드에서 랜드사이드로 서두르거나 빠른 
연결을 위해 공항을 가로지를 때, 방향을 상실하기가 너무 쉽다. 터널과 튜브를 통
해 터미널 1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은, 여행객이 어둠의 심장 위에 매달리는 것으
로 보인다. 최악은, 터미널 개관 직후에, 넓은 동체의 제트기로 가득찬 도착에 적
합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이다. 입국심사는 최악의 혼돈이었다. 무엇보다
도, 원형 컨셉은 공항건물의 기본적인 계율에 상충되었고, 미래 확장가능성에 대비
할 수 없었고, 그 공간의 내부적 기능을 전혀 표현할 수 없었다.23)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권-보안검색-탑승’이라는 주요 절차의 선적인 흐

름에는 원형 공간이 불합리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터미널은 출발·

도착 승객의 기능적 흐름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되어야했으

나 프로세스의 수직적 분산과 원형플랜, 그리고 좁은 튜브통로는 흐름을 지속

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흐름의 효율적 처리’라는 공항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해결

함에 있어서 특정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특정요소란 

TWA 터미널이나 샤를 드골 터미널 1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공간의 확장성

과 유연성 부족이라는 문제이다. 둘 다 유동적 형태와 흐름 처리를 위한 나름

23) David Pascoe, op. cit.,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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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Dulles 공항의 Mobile Lounge

의 해법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고정된 내부공간의 경직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나는 비행 수요에 따른 적응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공항건축 공간을 지배하는 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드러내보였다. 그

것은 ‘시간당 승객·화물 처리량’과 이들을 처리하는 순서에 입각한 ‘동

선체계’로서 ‘흐름의 공간화’라는 원칙이다. 

4.1.3. 이동기계와의 결합

 공항건축의 두 번째 유형은 <표 4-7>의 Transporter Concept으로, 보조이

동기계가 흐름처리에 개입하는 방식의 스텐스테드 형(Stansted)이다.24)  

이 유형은 주지하다시피 Dulles 국제 공항의 모빌라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다. 폴 앤드류의 주요 컨셉 -주 터미널과 위성 터미널의 분리, 원형의 매스, 

단독적 흐름만을 수용하는 통과이동통로, 흐름보조기계(무빙워크와 에스컬레

이터)를 통한 흐름의 시각화 등-이 비행기 주기와 비행절차 그리고 그로 인

해 증가하는 보행거리에 대한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었듯이, 모빌 라운지 또한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다. 다만 샤를 드골 터미널 1이 건축공간의 형태를 

통해 흐름의 절차와 동선을 조직하고 지시하였다면, 모빌 라운지는 건축공간

24) 케네스 프램톤(Kenneth Frampton)은 노만 포스터(Norman Poster)의 스텐스테드 공항을 대표

적 예로 들었지만 그 주요 특징이 피플무버(People mover)에 의한 터미널-비행기의 연결방식에 

있다는 점에서 그 원형은 에로 사리넨의 Dulles 국제 공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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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서비스블록-비행기-모빌라운지. ‘The 

Expanding Airport’ 中에서

그림 4-13 모빌라운지를 통해 터미널 내부공간이 

단순해질 수 있다, ‘The Expanding Airport’ 中에서

으로부터 그 기능을 독립시킨 것이라

는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찰스와 레이 임즈(Charles and Ray 

Eames) 부부(이하 임즈 부부)는 

1958년에 워싱턴 Dulles 국제 공항의 

모빌 라운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인 

‘The Expanding Airport’를 제작

한 바 있다.25) 이 필름에서 임즈 부

부는 초기 공항의 단순성을 회고하며 

항공교통의 수요 증가에 의해 점차로 

커지는 공항 건물의 크기로 인해 증가

하는 보행거리를 비판한다.26) 현대 공

항의 문제는 비행절차의 선형성(발권

-보안검색-탑승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처리방식과 그 흐름)이 피어(pier) 건

물과 같이 직접적인 선형공간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공간 내에서 방향상실

의 감각이 심화되고 보행거리가 길어

지는 것이었다.

 임즈 부부는 이러한 현대 공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빌 라운지

(mobile lounge)를 제안한다. 

우선 터미널 주변의 비행기를 다시 비행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비행기 주변의 

악영향(공기오염, 소음, 제트 블라스트)으로부터 건물과 사람을 보호한다. 비행기 

4대를 서비스하는 블록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 뒤, 터미널 볼륨의 일부를 게

이트 수만큼 균등하게 분배하여 비행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모빌 라운지로 

25) 필름은 공항 건설 시작과 동시에 제작되었고 공항은 1962년에 완성되었다. 

26) 초기 공항에서는 에이프런에 주기하고 있는 비행기에 승객이 직접 다가가서 탑승했기 때문에 건

물은 단순하고 안락한 대기실로 구성되었다. 비행기가 터미널 건물에 맞닿게 주기하도록 지어지는 

현대 공항터미널은 비행기 주기 대수와 게이트의 증가를 위해 피어(pier)를 늘려가며 건물의 길이

가 점차로 길어지게 된다. 임즈 부부는 워싱턴 Dulles 국제공항 터미널의 길이를 다 합하면 워싱

턴 시내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와 거의 같음을 제시한다.  특히 제트기가 도입되자 그 크기로 

인해 터미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제트분사(Jet Blast)의 영향과 소음의 증가 또한 무거

운 짐을 들고 걷는 기나긴 보행거리만큼이나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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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는 것이다.27) 

이로 인해 터미널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자 모빌 라운지에 탑승하기 위한 예비

적 플랫폼이 된다. 터미널은 단지 하늘로의 진입을 허가하거나 통제하는 상징

적인 문으로, 땅과 하늘의 경계선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동과 비행을 위한 기

계의 영역은 하늘 쪽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넘겨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네스 프램톤은 이러한 모빌라운지야말로 공항터미널이 단지 이

동기계가 아님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말한다. 그는 “모빌라운지는 터미널 건

물에 가깝다고 보기보다는 비행기에 가깝다고 봐야하며, 그것은 건축에 속하

기보다 산업디자인에 속한다.”고 단언한다.28) 바로 모빌라운지의 존재로 인

해 건축과 산업적 기계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현대 터미널의 주요 기

능이었던 쇼핑과 대기라는 행위를 담은 이동하는 기계의 등장은 기계적 이동

성의 정점을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에 의해 터미널은 다시 건축의 위치

를 공고히 하게 된다. 

즉, 모빌라운지는 이동성의 정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내 단단하고 고정된 건

축의 위상과 이동과 환승을 위한 기계의 기능적 역할을 명확히 분리했다고 볼 

수 있다. 비행기에 대한 직접적 연결·매개 역할은 모빌라운지에 넘겨주고 터

미널은 비행의 흥분을 기념하는 장소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빌라운지는 승객이동량의 수용과 그에 대처하는 속도적 민첩성에 

대해 곧 한계를 드러냈다. 모빌라운지의 출현 직후 곧 Dulles 공항의 이용객

과 제트기의 수적 증가는 모빌라운지의 적절한 수용능력을 초과해버렸기 때문

이다. 점차로 모빌라운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자 터미널과 계류장

(apron)의 혼잡이 가중되었다. 

27) 임즈 부부의 제안과 달리 Dulles 국제공항의 에이프런에는 서비스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

만 임즈 부부가 필름에서 설명하듯이 모빌라운지에 의해  에로 사리넨의 터미널 1은 매우 단순한 

단일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곧 터미널이 추가되고 확장되어 현재 덜레스 국제공항은 

5개의 터미널을 갖고 있으며 터미널 1도 확장하였는데 피어를 추가하지 않고 사리넨의 원본 형상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길이방향 모듈의 숫자를 늘리도록 확장하여 건물 전체의 이미지나 형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쇼핑과 대기와 휴식 등은 모두 모빌라운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터미

널은 운영상 필요한 시설공간과 항공사 카운터와 사무실 등만으로 구성되고 주출입구에서 모빌라

운지까지의 동선은 매우 단순한 직선경로를 따르게 된다. 비행기를 향한 조망 또한 모빌라운지 내

에서 제공된다.

28) Kenneth Frampton, ‘Airport as a Architectural Type,’ Korean Architects 9307, 

pp.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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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현재 Dulles 국제 공항의 터미널들; 주 터미널에 연결된 선형 위성터미널들이 추가 확장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공간이 확장되고 소형트레인(mini-train)29)이 설치

되는 등 공항건축은 이내 유연성과 확장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30) 모빌

라운지와 달리 미니트레인과 같은 피플 무버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레일에 속

박되거나 건물 내부에 이동기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이 같이 이동

성의 기계장치가 건물과 물리적으로 결합함에 따라 터미널은 점차로 더욱 광

대해지고 길어진 복합적 ‘흐름의 공간’이 되어갔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공항건축은 지상교통흐름과 비행흐름 사이의 이행을 

조직하는 공간으로서 비행장으로의 접근을 보호하는 쉘터이자 탑승을 보조하

29) A-B-C게이트를 연결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D게이트는 누락되었고 덕분에 D게이트에서 

국제도착편은 모빌라운지를 존속할 수 있었다. Yonah Freemark, ‘Dulles Airport Replaces 

Distinctive Mobile Lounge System with AeroTrain,’ The Transport Politic,  January 

26th, 2010, 

http://www.thetransportpolitic.com/2010/01/26/dulles-airport-replaces-distinctive-mob
ile-lounge-system-with-aerotrain/ 

30) MWAA(Metropolitan Washington Airports Authority)는 결국 1971년 새로운 터미널 복합체

를 따라 소형트레인(mini-train)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Dulles 공항 개관 후 겨우 9년만의 일이었

다. 공항 마스터플랜 초기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니트레인은 구식 건물의 형상과 배

치를 고려한 최적화된 동선을 제공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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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브릿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적으로 긴 형상의 매스(Pier)를 특징으

로 갖게 되었다. 또한 비행장에 대한 조망과 유선형의 공간구조를 통해 흐름

을 시각화하는 투명성의 대공간이 나타났다. 이는 흐름 프로세서이자 매개공

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공간의 프리플랜과 탑승을 직접적으로 보조

하는 선형 피어 그리고 이동기계수단의 결합형식이 발전하였다.

공항건축의 디자인은 점차로 항공산업과 운영, 교통 전문가들과 상업적 분석

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31) 또한 처리해야할 흐름의 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건축공간은 끊임없는 확장과 변형을 거듭하게 되

었고 이 과정에서 흐름의 양과 속도를 보조하기 위해 이동기계장치의 결합 양

상도 심화되어갔다. 결국 공항건축은 단순히 비행기 탑승을 위한 대기·지원 

공간에서 출발하여 다른 교통흐름과의 결합과 교환을 수행하는 접점

(interface)이자 결절점(node)으로서 광대한 교통복합체가 되어온 것이다. 

이는 현대의 이동성을 담당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와 국제 허브공항을 통

해 공간적 조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흐름의 공간화’가 조

직되어 있는 방식을 건축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교통흐름의 복합체인 국제

허브공항을 분석할 것이다.

31) “The design of the master plan, has become a problem of such complexity that an 

intuitive design approach can no longer serve to obtain appropriate solutions.”, 

Alastair Gordon, Naked Airport : A Cultural History of the World’s Most 
Revolutionary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2008,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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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흐름의 교차 결절점으로서 국제허브공항

 현대의 국제허브공항32)은 국가 혹은 도시 간 연결의 결절점이면서 다른 종

착지 사이의 환승 흐름을 수용하는 환승 공간(transit space)이다. 환승

(Transit)은 본질적으로 흐름의 채널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동의 연속이며 이

동의 한 구간을 잠시 점유하고 내부화하는 개념이다. 이는 비-장소의 전형적

인 예가 되었던 도로의 주유소, 휴게소, 혹은 나들목(interchange)와 같은 공

간적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먼저 국제허브공항에 나타

나는 동선체계의 특징을 통해 ‘흐름의 공간화’가 실제적으로 조직된 방식

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허브공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도시의 관문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갖는다. 이는 공항 자체가 국가 혹은 도시의 대표적인 장소로서의 위

상을 가지며, 공항의 이름을 통해 실제적인 국가(도시)가 글로벌 네트워크 상

의 한 지점으로 기호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기호이자 

관문으로서 국제허브공항은 실제 지역의 가장자리(threshold)위치하고 있다. 

공항 내부에는 이 가장자리를 지시하는 경계부가 존재하고, 이 경계를 중심으

로 지역과 세계 혹은 땅과 공중을 가르는 법적인 영역 구분이 생긴다. 이러한 

랜드사이드(landside)와 에어사이드(airside)의 구분은 법적인 절차를 영역적

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비-장소의 경험은 무엇보다 국제 허브공항의 환승체계와 공간으로부

터 비롯된다.33) 허브공항은 자체적으로 환승객들의 흐름과 머무름을 수용하는 

32)  공항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는 미국에서 1978년 항공사규제철폐법(The Airline 

Deregulation Act)안이 실행된 이후이다. 법안은 항공산업자유화, 가격자유화, 취항로 결정의 자

유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항공업계에 뛰어드는 신생회사들이 늘어났으며 가격이 내려가면서 비행통

근자의 숫자도 급증했다. 항공사규제철폐법은 공항건축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우선 경쟁력

있는 노선과 구도로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허브가 되는 중심 도

시 및 공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통해 각 운항별 좌석점유

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며 각 공항들은 주요 항공사를 유치하여 노선의 결절점으로 작동할 때 

공항의 이용률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공항과 항공사가 서로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허브화는 

급격히 많은 피크타임 당 승객수를 동원하게 되어 공항 공간의 계속적인 확장을 촉진했다.

33) 마크 오제는 자신의 저서 ‘Non-lieu(Non-places)’의 프롤로그를 허브공항 라운지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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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국가-도시-공항의 관계와 랜드사이드-에어사이드의 개념

복합적 프로그램의 내부공간을 이룬다. 노선과 항공 스케줄에 따른 환승체류

시간을 위한 임시거주시설과 각종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며, 인근 도

시로의 미니관광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를 위해 에어사이드 영역에는 

복합적인문화·편의 시설이 나타나고, 환승객은 머무르는 동안 공항을 베이스

캠프로 삼기도 한다. 

즉, 환승객은 공항이 대표하고 있는 진짜 장소인 ‘도시’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자신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향하는 경로 상의 사이공간으로 공항을 경

험하게 된다. 환승객에게 공항은 완전히 내부로서만 경험되고, 또 자신이 속

할 법적인 땅도 국가도 아닌, 틈새이자 접점(inferface)으로서 경험되는 것이

다. 즉, 허브공항은 공항 간의 연결중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도시 간 교통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점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현대의 글로벌 사회의 공간적 지형과 사회적 지형에 대응하는 것이며, 

현대세계의 일상성과 비-장소의 지배가 허브공항이라는 특정 건축공간에서의 

경험과 물리적 차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항건축의 주요 흐름은 우선적으로 교통수단흐름의 이행과 비행의 절차적 

흐름으로 나타난다. 교통수단의 결합과 이행은 인프라스트럭처의 직접적 결합

과 내부화 그리고 비행흐름으로의 접속으로 나타나며, 비행의 절차는 내부공

간의 시퀀스와 동선체계로 나타난다.

국제 허브공항에서 동선체계는 우선적으로 환승노선과 환승량을 고려한 운영

체계와 공간배치와 연동하여 디자인된다. 노선과 국적에 따른 항공사의 게이

비행편을 기다리는 Pierre Dupont의 경험에 대한 서술로 열고 있다. 



- 130 -

트와 터미널 배치문제가 발생하고, 연결되는 도시의 숫자에 따라 많은 환승경

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승객의 이동경로 조절이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된

다. 또한 보안검색에 있어서 환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절차의 중복을 막는 것이 

좋으며 검색대의 설치 위치가 동선 상 큰 혼잡을 피하면서도 이동거리를 최소

화해야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국제허브공항의 터미널은 이전의 

지점 간 연결공항(point to point)에 비해 매우 복잡한 이동공간체계를 요구

한다. 또한 초대형 점보제트기의 등장(A380)으로 더욱 넓은 주기장 폭을 확

보할 필요로 인해 건물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길어진 특

수한 형태를 갖게 된다.34) 이로 인해 극적으로 길어진 보행거리를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보조수단이 결합하고 있으며 공항건축설계요건에서도 보

행거리 및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위한 흐름의 프로세서로서 동선 조직 

방식이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흐름의 절차를 시스템화하고 공간화하는 것의 핵심은 공항 운영방식과 

그에 따른 동선체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다. 동선체계는 직접적으로 흐름의 방

향과 경로를 지시하고 그 동선 흐름은 비행의 절차에 관련된 보안과 운영방식

과 함께 결정되는 핵심적인 계획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선체계를 결정하는 지배적인 질서는 다름 아닌 흐름을 위한 시간의 

조직화이다.35)  이러한 공항시스템에서 흐름은 숫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며 

논리적 위계절차에 따른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상정되며 공항건축의 공간은 

일차적으로 사람-이동기계-사물의 흐름을 집결시키거나 분산시키는 프로세서

로서 다뤄진다.  공항의 합리적 디자인을 위해 사람은 세 부류-출발, 도착, 
환승-의 방향성과 계량적 단위로 환산된다. 분류된 흐름은 계량적인 숫자와 

양으로 환원되어 공간의 크기와 볼륨을 결정하게 된다.36)  시간전략은 ‘시

간압축’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동선의 단축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이루어

진다.37)  그 중에서도 터미널의 주요 동선과 공간을 결정하는 것은 출발의 

34)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터미널은 두바이 국제공항(1.6km)의 터미널이다. 

35) 예를 들어 2010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은 하루에 약 87,785명의 여객과 616회의 운항을 처리했

다. 이를 위해 여객터미널은 일종의 조직화된 흐름처리공간이 되어야 한다.

36) 실제로 공항건축의 가이드라인들은 공항 내 가장 혼잡해지는 피크타임의 승객수, 이착륙 대수, 

수화물 처리량 등을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혼잡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유도한다. 평면상의 

공간의 크기와 거리 등은 엄밀하게 계산된 흐름의 처리시간과 처리량을 통해 결정된다. 

37) 일례로 인천국제공항은 ‘시간단축’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도입하였는데, 안내표지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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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다. 도착여객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데 

비해, 출발여객은 평균적으로 탑승 전까지 2-3시간을 터미널 내에서 머물며 

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미널은 단지 빠른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대기와 이동이 수시로 교차하는 상황을 조절해야한다. 출발여객과 환송객 등 

터미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머무름-만남-기다

림을 위한 공간 전략과 최대한 빠른 여객처리를 위한 시간 전략의 조율이 터

미널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항건축에서 흐름의 공간화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간 설정과 비행

절차의 흐름을 따라 조직된다. 

 주요 흐름은 체크인(발권과 수화물 수탁)과 보안검색 그리고 탑승대기 및 탑

승이라는 3단계의 비행 절차(출발, 도착, 환승)와 흐름의 3가지 채널(지상교

통, 내부보행, 비행)로 구성되며 각각의 흐름은 공간적 영역을 형성하고 결합

한다. 이에 따라 공간은 3 가지 층위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우선 가장 큰 흐름의 단계는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커브사이드 

혹은 지하에 결합된 지상교통흐름이 공항건축 내부의 보행흐름으로 전환되고, 

이는 비행 절차를 따라 조직된 영역의 시퀀스를 거치며 비행교통의 흐름으로 

귀결된다. 공항건축 외부의 흐름은 지상교통수단의 흐름이며 이를 수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건물과 결합하게 된다. 이 지상교통수단의 속도에 기반한 

흐름은 건물 내에서 ‘휴지상태’에 들어가며 모두 보행흐름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다시 공항건축 내부에서 기계적 흐름으로 분산된다. 이에 따라 공항건

축에 나타나는 흐름의 공간화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층위와 건물 내부에서의 세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통해 자세히 밝

힌다. 

계 개편·보안검색팀 집중투입방식 도입·각종 보조기계(자동여권판독기, 사전승객분석시스템, 출

입국 승객예고시스템, 셀프체크인 기기 도입,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등)의 도입·24시간 통

관체제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의 출·입국 소요시간은 지난 2005년 각각 29분

23초, 20분30초에서 2010년 16분과 12분으로 줄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기준으로 제시

한 60분과 45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 전략들을 보면 ‘시간단축’을 위해 방향

감각 보조와 인지성 확보,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 첨단자동기술 도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시스템을 조율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홍성일, “[인천공항10년]‘한국 

혼’ 담은 서비스…글로벌 명품공항 ‘飛上’,” 이투데이 2011-03-28일자, 

www.etoday.co.kr 참고  



- 132 -

4.2. 국제허브공항의 흐름의 공간체계

 공항건축은 본질적으로‘비행’이라는 새로운 기계적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

해 설립된 시설이다. 이를 위해 공항에 연결되는 여러 교통 흐름을 중재하고, 

‘비행’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흐름을 비행절차에 따라 조직하며 궁극적으

로 지상교통의 흐름을 공중교통의 흐름으로 전환시킨다. 여기에는 사람·사

물·기계의 흐름이 결부되어 있으며 이들 흐름의 다른 속도를 중재하고, 분류

하는 동시에 연결하는 것이 이 건축공간의 핵심적인 디자인 목표이다. 

우선적으로 공항건축은 비행장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공간이자, 비행에 관

련된 제반행위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건축공간이다. 인프라스트럭처의 층위에

서 공항건축은 지상교통공간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동시에 이들 흐름을 비행

장으로 연결하는 통과이동공간이다.38) 제일 먼저 상이한 대지 교통의 흐름(철

도, 지하철, 자동차)과 속도가 멈추면서 공항건축공간에서 혼합된다. 그리고 

이들 혼합된 흐름들은 비행이라는 단일의 흐름의 속도로 치환된다. 이를 위해 

공항건축공간은 스스로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며 그것의 일부가 되고, 교통

수단의 다른 속도들을 잠시 멈추고 중재하여 교환시키는 일종의 ‘휴지 상

태’로서 교환과 대기의 공간이 된다. 또한 내부공간에서는 보행흐름과 비행

절차를 통해 승객의 흐름과 그에 따른 경험적 관계 양상이 변화하게 된다. 내

부에서는 통과이동공간과 순환이동공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흐름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세 단계에 걸친 시퀀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먼저 외부의 흐름을 

공간적으로 다룬 방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내부적으로 수용된 승객의 흐름

이 절차적 단계에 따라 구성하는 시퀀스를 세분화하여 각 시퀀스마다 나타나

는 비-장소적 경험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38) 본 연구에서는 공항건축에서 통상 강조되는 출발 시퀀스를 따라 형성된 흐름의 이행과 조직의 특

성을 중심으로 각 공간을 설명한다. 보통, 공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흐름은 출발여객의 시

퀀스이기 때문이다. 탑승과 비행에 이르는 절차와 그에 따른 흥분이 중요한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

다. 또한 공항 체류 시간이 가장 긴 출발과 환승 여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적 질이 중시된다. 

그러나 도착여객에게는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빨리 공항을 빠져나가려는 목적의식이 

더욱 중시된다. 따라서 도착시퀀스 디자인의 목표는 최대한 빠른 이동동선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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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영역(에어사이드, 활주로)과 도로영역 
사이의 경계공간으로서 공항건축

공항건축에 연결된 인프라스트럭처연결망
Great Pittsburg Airport

 참조임 13장 시작표 4-8 공항건축에 연결된 인프라스트럭처 : 비행보조체계와 도로체계, 
 참조임 14장 시작출처: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 FAA

4.2.1.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화

 이 절에서는 공항건축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흐름을 조절하고 두 교통 공간 

사이에서 흐름을 보조하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거나 또는 내부에 포

함하는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공항은 본래 건축이기 이전에 비행장으로서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이다. 공

항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주로뿐만 아니라 배후 도시와 연결하기 위한 

고속도로나 철도 구조물이 터미널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터미널은 

도시 쪽의 인프라스트럭처와 활주로 사이에 위치하며 지상교통수단과 비행기

의 속도와 흐름 그리고 궁극적으로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를 매개하는 경계

영역으로 설립된 것이다. 

또한 공항건축 내부적으로도 유례없는 광대한 크기를 갖기 때문에 보행보조기

계가 신체와 목적 공간을 매개하게 된다. 특히 이 같은 특징은 비행기 주기의 

효율성을 위해 매스가 선적인 형상을 취하는데서 비롯되며 매스의 길이가 길

어질수록 강화된다. 따라서 흐름의 양이 많아질수록(비행기 주기 수용량과 승

객의 보행 흐름량) 비행기 주기장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피어 건물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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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샤를 드골 국제 공항, 도로와 철로를 사이에 
두고 T1 영역과 확장된 T2 및 S3,4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T2는 지하에 TGV역과 철도를 사이에 두고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 중심철도축을 따라 위성터미널이 
확장되었다. 출처; Google earth

그림 4-20 샤를 드골 국제 공항의 터미널 2 사이를 
관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건물과 도로체계가 통합적으로 
설계·건설된다. 출처: The Modern Airport Terminal

도로처럼 교통기계와 함께 확장하며 

구축된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에드

워드(Brian Edwards)는 게이트와 

위성피어(Satellite pier)의 선적인 

형상과 넓직한 볼륨의 교차 그리고 

브릿지·터널·도로 등 인프라스트

럭처의 결합이 건물유형(building 

type)으로서 공항건축의 기본적인 

화학이라고 말한 바 있다.39) 이 분

석은 게이트와 피어가 지시하는 비

행기 탑승의 기능이 선적인 형상으

로 표상되었다는 점과 공항에 연결

되는 다른 교통공간들과의 결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흐름의 혼합과 

이동을 처리하는 공간으로서 넓은 

볼륨의 교차공간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터

미널은 근본적으로 두 교통인프라를 

매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프라스

트럭처는 사실상 필수적인 대지의 

일부분이자 건물의 확장에 속한다는 

점이 공간적으로 표현된 결과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리의 주 허브 공항인 샤를 드골 공항은 파리 시 북쪽 

25km 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TGV 역, 국철(RER), 고속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방대한 부지와 10개의 터미널 간 연결을 위해 여러 보조교통수단을 채

용하고 있어 공항건축이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루고 있음

을 보여준다.40)

39) Brian Edwards, The Modern Airport Terminal; New Approaches to airport 
architecture, Spon Press(Taylor & Franscis Group), London and New York

40) 2010년, 샤를 드 골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붐비는 공항이자,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 이

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58,164,612 명[4]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이착륙하는 비행기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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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GVAL : 터미널 간 연결 셔틀트레인 LISA : T2와 S3을 연결하는 미니트레인

샤를 드골 T2C~D
건물 간 연결 인프라가 만드는 풍경

샤를 드골 T1: 도로와 건물 구조 결합

TGV 역을 중심으로 연결된 인프라스트럭처 
TGV 역 Plan : 상부에 호텔과 

결합

 참조임 15장 시작표 4-9 샤를 드골 국제공항의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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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1.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샤를 드골의 터미널1은 건축공간 자체가 탑

승을 위한 분산장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뿐만 아니라 커브사이드 접근

도로는 건물 구조의 일부로 통합되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인터체인지 혹은 로

터리와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원형 매스로 인해 커브사이드를 건물 외부로 돌릴 경우 도로와 

건물 사이에 긴 브릿지 혹은 데크가 생기는 것을 막고 도로가 건물을 따라 

빙 둘러 건물의 어떤 면에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도로의 연속적

인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도로의 회전 반경에 의해 생기는 빈 공간에 원형매

스가 삽입된 것 같은 형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연적으로 생산하는 부산물과 

같은 공간을 내부화하고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다. 또한 이것은 건물과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조적으로 일체화하고 있는 건축

유형을 보여주며 이는 건물과 도로의 일부를 덮는 지붕에 의해 강조된다.  

 <그림 4-28>의 컨셉 스케치는 건물의 인프라스트럭처화에 있어서 지붕의 

역할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리처드 로저스(Rogers Stirk Harbour + 

Partners)가 설계한 스페인 Madrid Barajas 공항의 터미널 4의 경우는 곡면 

지붕을 커브사이드 영역(상부 도로, 하부 철로)의 인프라스트럭처까지 확장하

여 건물의 일부로 명백하게 포섭한 사례이다. 컨셉 스케치에도 나타나 있듯이 

건물의 영역은 지붕 하부의 흐름을 공간화한 연속적 구조물로, 그리고 구조물

의 통합체를 덮는 거대한 단일 지붕으로 이원화되어 표현된다. 이 때 인프라

스트럭처 영역과 건물이 대비되기보다, 지붕과 하부구조물이 대비되며 인프라

스트럭처는 건물과 하나의 연속체를 이룬다. 그리고 건물 영역은 구획된 영역

을 가진 내부공간으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흐름을 연속시키는 도로의 연속

적 평면들이 수직적으로 적층된 입체구조로 표현되어 있어 건물은 별도의 내

부공간이기보다 흐름의 평면들, 혹은 흐름의 평면의 연속체로서 구조물이라는 

점을 강화하고 있다.

간 525,314 대[3]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나 히드로 국제공항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이다. 또한 항공 화물도 2,054,515 미터톤[5]으로, 세계에서 5번째이자 유럽 제1의 물류 처

리량을 자랑하는 공항이다., http://www.aeroportsdeparis.fr/AD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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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터미널 건물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연속적 결합과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곡면지붕, Madrid Barajas 
Airport

그림 4-28 흐름의 혼합과 탑승까지의 동선체계의 다양성을 덮는 물결치는 단일지붕의 아이디어, 

Madrid Barajas 공항 컨셉 스케치, Rogers Stirk Harbour + Partners

 

비-장소가 이동과 순환만을 다루는 도로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공간에서 특

징적으로 발현되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이동은 교환이나 소통을 동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동만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샤를 드골의 터미널 1이나 Madrid Barajas 터미널 4와 같은 설계방

식은 도로와 건물을 처음부터 하나로 결합하고 터미널 자체가 하나의 흐름 분

산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동공간이 부수적으로 생산해내는 빈 공간을 최소화

하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사이 공간을 건축화하여 교환과 소통의 가능성을 연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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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스트럭처: 건물 하부에 결합
(JFK 공항 T4)

인프라스트럭처: 건물 측면에 결합 
(CDG 공항 T2~S3)

IAT(Intra Auto Train) 플랫폼에 연결된 Esc
(인천국제공항 T1)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교통 흐름의 공간, (베이징 서우두 공항)

무빙워크-보행통로-상점의 통합
(인천국제공항 T1)

건물과 인프라스트럭처의 경계면
상부는 투명한 커튼월과 브릿지, 하부는 연속적 

플랫폼으로 연결된다.
(홍콩 챕랍콕 공항)

 참조임 16장 시작표 4-10 인프라스트럭처의 내부화 사례: 
 참조임 17장 시작인프라스트럭처가 건물과 결합/기계보행로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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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 인프라 시스템과의 결합
건물 내 혹은 건물 간 인프라 시스템의 

교차지점

샤를 드골 

T1은 도로가 건물내부로 관입
T2~S4는 도로와 철로를 

중심축으로 대칭적으로 병렬배치, 
T2C,D와 T2E,F 사이에 TGV역과 

RER역이 함께 위치

CDGVAL

CDGVAL(셔틀트레인)이 TGV역 
레벨4에 연결되고, 중앙홀을 

중심으로 4개의 터미널(T2C~F)에 
연결되는 무빙워크가 양쪽으로 

뻗어있다. 중앙홀은 역으로 내려가는 
ecs가 설치되어있고 레벨3은 거대한 
미디어정보판과 esc 10대만이 있는 
광대한 보이드 공간이다. 흐름의 

연결을 보조하는 두 기계(정보매체와 
esc)의 지배를 보여준다.

챕랍콕

도착층과 지하철(공항고속철)이 
10m 거리에 별도의 문이 없이 

바로 연결
커브사이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상부도로+하부공항철도로 통합

피플무버
(APM)

출발층(6F) 보안검색 직후 elev와 
esc로 1F에 연결, 면세쇼핑구역의 

중앙 광장에 위치, 거대한 사인으로 
유도한다

인천

커브사이드 도로와 별도로 
교통환승센터가 공항철도와 향후 

연결될 고속철의 역이 된다. 
환승센터는 이동 흐름들을 
가시화하는 선적인 복도와 

통로들의 교차와 이를 덮는 곡면형 
지붕으로 이루어진 단일공간이다. 

환승센터의 존재는 
건물-도로-철도의 분리를 보여준다.

IAT

IAT(셔틀트레인)가 주터미널과 
탑승동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T2를 

지하로 연결한다. IAT 플랫폼은 
주터미널 보안검색구역 통과 직후 
중앙홀에서 esc로 연결되며 공간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 중심성이나 
인지성이 떨어진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 주 사인과 다른 붉은색의 
거대한 수직사인판을 다수 설치하여 

유도하고 있다.
샤를 드골

각 터미널 간의 연결광장
상부는 호텔/하부는 TGV역

챕랍콕
피어 지하의 피플무버(APM)

인천
에어사이드 중앙홀 지하에 위치한

IAT 연결 Hall

 참조임 18장 시작표 4-11 인프라 결합지점의 계획방식 
 공항건축에 연결된 여러 종류의 인프라스트럭처(샤를 드골의 경우를 보면, 

고속철도, 공항철도, 고속도로, 공항단지 내 셔틀트레인, 미니트레인, 단지 내 

도로 등 6가지 이상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교차하고 있다.)들은 그 자체로는 여

타 고속도로나 철로와 다를 바 없는 이동의 공간이지만, 그것이 공항건축의 

내부로 연결되는 지점들은 광대한 흐름의 이미지를 구성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들과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에어사이드의 피어 건물에서 집중적으로 



- 140 -

나타난다. 피어 건물은 비행기 기종에 따른 몸체(body) 크기와 활동반경 그리

고 주기 대수에 의해 그 길이가 결정된다. 그리고 공항건축의 지속적 확장 추

세로 인해 피어 건물의 길이는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거리 

단축은 터미널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공항건축의 설계기준은 

최대보행거리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보행거리 및 시간 단축을 위해 층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동선계획41)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수직이동보조수단(ELEV. ESC)을 반드시 설치하며 수평이

동은 무빙워크 혹은 피플무버42)를 적절히 혼용하여 터미널 공간의 최종목적

지인 탑승구(혹은 터미널 주출입구)까지 이동을 보조하게끔 디자인한다. 따라

서 피어 건물은 내부적으로 셔틀트레인 구조물을 포함하거나 보행보조기계들

이 동선과 통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외부교통기계의 흐름이 

커브사이드나 철도로 건물 진입부에 나란히 결합하거나 지붕구조체의 하부로 

편입된다면, 피어 건물의 교통기계는 내부공간의 동선 자체를 구성하며 통합

체를 이루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온전히 내부화한다. 

 위의 사례들<표4-10,11>은 에어사이드 영역에 셔틀트레인과 같은 인프라스

트럭처를 결합한 것으로 결합방식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샤를 드골 공항이나 스텐스테드 공항 그리고 뉴욕 JFK 공항 Terminal 4은 

셔틀트레인은 건물의 한 쪽 면에 셔틀트레인 트랙이 가시적으로 하나의 디자

인 요소를 이루며 결합되어 있어, 터미널 건축과 비행기계 사이를 중재하면서

도 건축과 기계를 결정적으로 분리했던 모빌라운지와 달리 다시 건축을 기계

와 결합시켜 건축이 교통복합체가 되도록 만든다. 이 경우 건물 벽을 통해 셔

틀트레인의 반복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동시에 트레인 탑승자들은 건

물 내부를 흐름의 연속으로 경험하게 된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의 경우 이 같

은 흐름의 연속적 이미지를 건물 중앙에 설치된 셔틀트레인 트랙을 통해 경험

하도록 하여 긴 피어 건물의 이동 경험을 속도의 경험, 파노라마적 지각의 경

41) 특히 출발시퀀스는 위성터미널로의 연결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 레벨에서 움직이도록 설계하며, 

도착이나 환승은 출발동선과의 분리를 위해 1번 정도의 레벨 이동이 생기도록 계획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42) 보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 이동과 건물 간 연결에는 피플무버(셔틀버스, 셔틀트레인, 

미니트레인 등 건물 간 혹은 건물 내 이동을 보조하는 교통기계)를 사용한다. 원래 모빌라운지는 

단순히 건물의 거대한 규모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비행장과 건물의 관계, 제트기의 영향과 사람에 

대한 보호 등을 고민한 결과로 채택한 특수한 이동공간형식이었으나 이후 피플무버는 단지 공항의 

광대한 크기와 확장에 따른 여러 건물들을 연결할 필요 때문에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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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만든다. 반면 같은 복합체인 경우에도 인천국제공항의 셔틀트레인(IAT)

은 지하터널로 연결되어있어 물리적으로는 결합되어 있으나 수직적 레벨이동

이 많고 건물과 기계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또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다. 별도로 건설된 교통환승센터는 터미널 공간과 외부 인

프라스트럭처의 연결을 분리하는 작용을 하여 터미널 내부공간은 무빙워크 등

의 보행보조기계만이 인지되는 거의 순수한 보행 영역으로 인식된다.

홍콩 챕랍콕 공항은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외부와 내부의 인프라스트럭처 연

결을 보여준다. 계획 초기부터 공항고속철도와 지하철을 함께 건설하였고, 터

미널은 한 동이지만 매우 길어 내부의 최하층 레벨에 피플 무버 시스템을 설

치하여 터미널 양 끝의 연결을 보조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플랫폼과 철

로가 커브사이드 구조 하부에 통합되어있고 커브사이드와 출발 콘코스는 내부 

브릿지로, 그리고 도착 콘코스는 같은 레벨에서 곧장 플랫폼에 연결되어 동선

의 얽힘이나 혼잡이 없으며 터미널 내부와 플랫폼은 완전히 연속적인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공항건축은 건물의 내외부가 모두 교통인프라스트럭처에 긴밀하고도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각각의 교통흐름을 혼합하고 분리하는 교차지점을 다

루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단순하게 커브사이드와 에어사이드 비

행장이라는 두 교통공간의 사이에 건물이 놓인 형태부터 커브사이드 도로와 

도로 하부 혹은 건물 하부에 철도가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이들 복합 구조물을 

하나의 지붕이 덮음으로 건물과 인프라스트럭처의 경계가 모호하며 동일평면

에서 연속되는 일체화된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항건축이 

비행의 인프라스트럭처이자 여러 교통 흐름의 결절점인 동시에 스스로 인프라

스트럭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2.2. 흐름의 시퀀스 

 공항건축 내부공간의 동선체계는 비행탑승을 위한 절차를 조직하고 공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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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U.S 국제선 출발도착 승객 동선흐름도, 이 동선 체계도를 중심으로 터미널 
공간배치가 이루어진다. 

출처: ACRP Report 25;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2010

것으로 보행흐름의 시퀀스를 형성하고 있다. 즉 내부적 층위에서 ‘흐름의 공

간화’는 비행절차와 운영방식을 고려한 동선체계로 표현된다. 

 크게 공항건축의 영역을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로 나누고, 전체 매스의 형

상이나 배치 그리고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상 공항건축

에서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라고 부르는 세관·검역·출입국심

사 구역과 보안검색구역이다. 이 CIQ 구역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항

건축 전체의 동선시스템과 전체 매스 형상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집중식으로 

혹은 분산식으로 배치하느냐는 복수의 개별터미널을 여러 동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주 터미널과 원격탑승동으로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전형적인 허브공항의 동선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림 4-38>의 동선 체계도를 

보자. 먼저 보안검색경계선을 기점으로 청정지역으로서(Sterile Concourse)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의 구분43)이 있고, 흐름의 양 끝단에는 도로시스템과 

43) 도판에는 non secure와 secure로 구분되어 있다. CIQ가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를 가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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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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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승객
소비자

흐름의 혼합 여과/직조 흐름의 분배

방
문
자

여행자
(예비
승객)

검색
제의

승객

흐름의 혼합
여과/직조

흐름의 분배

소비자

승객

집중식 배치의 흐름도

분산식 배치의 흐름도

그림 4-39 CIQ/보안검색 배치 방식에 따른 흐름도

탑승구가 있다. 출발시퀀스는 도착에 비해 더 많은 단계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데, 사실 절차상으로는 체크인(발권과 수화물 수탁)과 보안검색 그리고 탑승

의 3단계만 거치면 되지만 나머지 부가적인 영역들은 항공사라운지나 소비공

간으로 탑승 전의 대기시간을 부차적인 행위들로 대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승객의 소지품과 신체를 검사하는 보안검색대는 통상 탑승권을 소지한 출발여

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에어사이드 진입 경계에 설치하는 집중식, 탑승구 직전

에 배치하는 분산식 배치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일단 터미널 주동 배치방식이나 운영방식이 CIQ운영방식과 연동되어 결정되

고 나면, 터미널 내부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는 보안검색대의 위치이다. 다

양한 흐름들이 섞이는 터미널에서 이 

지점은 ‘비행’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경계이자 승객으로서 계약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의례공간이

다. 집중식 배치의 경우 가장 의례적 

성격이 극대화되는데 에어사이드를 구

분하는 바로 그 경계지점에 보안검색

대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의 터미널 1

<표4-12>의 경우 CIQ 및 보안검색구

역을 출발이나 도착시퀀스 상에서 한

번만 통과하는 집중식 배치로 디자인

되었고 이 영역이 랜드사이드와 에어

사이드를 가르는 문지방의 역할을 한

다.44) <표4-12> 따라서 보안검색을 

계부이기 때문에 두 영역은 보안검색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이다.

44) 인천국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은 CIQ분산방식과 집중방식을 놓고 비교검토한 후 집중방식을 선

택하였으며, 추후 완공될 제2여객터미널도 집중방식의 CIQ운영을 택하였고, 1-2여객터미널 사이

에 배치되는 탑승동은 각 터미널에서 CIQ검색을 마친 승객만이 IAT 승강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하여 시설 및 운영의 중복을 피하였다. 분산방식은 주 터미널과 위성터미널에 체크인 시설과 

CIQ시설을 각각 배치하는 것으로 시설 수의 증가와 항공사 직원의 중복 배치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수화물 탁송처리가 매우 복잡해지는 단점(주터미널, 위성터미널, 커브사이드, 버

스, 철도 등 접근경로마다 체크인과 수화물처리문제가 발생한다.)이 있어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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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터미널 1 출입국동선도

출발여객동선도
CIQ운영방식검토/

(위)분산식, (아래)집중식

 참조임 19장 시작표 4-12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1 동선 시스템     
 참조임 20장 시작출처: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건설지 설계편 Ⅱ

통과하는 절차는 에어사이드에 대한 진입허가이기도 하면서 ‘의무로부터 자

유로운(Duty-free)’ 비행하는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기도 하

다. 

 반면 의례공간이 분산식-특히, 목지점 검색식-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이 같

은 극명한 성격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이런 경우 CIQ와 보안검색이 분리되

는데, CIQ는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의 경계를 가르지만, 보안검색은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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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n

그림 4-43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흐름의 절차와 시퀀스에 따른 영역 구분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방식에 비해 승객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로 

터미널 공간을 배회하게 된다. CIQ를 통과한 여행자는 더 이상 방문자가 아

닌, 터미널 에어사이드 내부로의 출입권을 가진 소비자이자 잠재적 승객이 되

는데, 탑승전 보안검색을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잠재적 범죄자의 혐의로 함께 

지니고 있다. 탑승 직전 보안검색을 통해 완전히 정화된 후에야 순수하고 단

일한 승객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여행자는 탑승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자유

의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 

 두 배치방식 모두 랜드사이드의 출발 시퀀스는 [커브사이드➞로비➞체크인데

스크➞보안검색구역]의 순서를 따른다. 에어사이드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데, 집중식의 경우 [보안검색구역➞면세쇼핑구역 및 편의시설➞탑승라운지➞
탑승게이트]의 시퀀스를 따르며 분산식의 경우 탑승게이트 직전에 보안검색구

역이 배치된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시퀀스의 각 단계마다 수용된 프로그램

에 따라 공간적 차이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출발승객의 흐름은 크게 [발권➞보안검색➞탑승]의 절차에 따라 

구분된 세 단계의 영역에 연동하여 일련의 시퀀스를 이루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사람과 사물의 흐름이 멈추고, 혼합되고, 

다른 흐름으로 전환되기 위해 섞이는 예비적 공간으로서 출발콘코스의 대공간

이다.

두 번째는 공항건축공간의 물리적·사회적 성격을 극명하게 구분하는 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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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동 국제공항,
Richard Rogers Partnership

Queen-Alia International,
Norman Foster-and-Partners

Heathrow Terminal 5,
Richard Rogers

 참조임 21장 시작표 4-13 공항건축의 출발 콘코스 공간들

서 CIQ/보안검색공간이다.

세 번째는 ‘비행’흐름과 ‘승객/소비자’정체성으로 단일화된 개인의 흐름

이 자신이 방문하게 될 미래의 장소로 분배되는 탑승 및 대기공간이다.

(1) 흐름의 혼합과 교차 : 출발 콘코스

 출발 콘코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공항건축에 당도한 흐름들이 혼합되

며 보행흐름으로 전환되는 곳이다.  

커브사이드 혹은 지하철이나 교통환승센터로부터 연결되는 다른 교통수단의 

흐름은  먼저 출발 콘코스의 거대한 단일공간에서 혼합된다. 이 공간은 엄청

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 하나의 행위-발권-를 위한 공간이다. 그러

나 발권과 체크인은 사람과 수화물의 흐름을 분리하는 중요한 의식이기도 하

다. 또한 여기에서 이 공간에 대한 단순한 방문자와 여행자가 나뉜다. 출발 

콘코스에서 혼합된 이질적인 흐름들은 발권절차를 거친 잠재적 승객과 단순한 

방문객으로 나뉘고 또한 사람과 분리된 수화물의 흐름은 별도의 검색장치를 

거쳐 건물 지하로 감춰진 자동수화물처리기계를 통해 에어사이드로 운반된다. 

교통 수단의 흐름들, 사람의 흐름들, 사물의 흐름들이 이 곳에 혼합되고 각각 

잠재적 정체성을 부여받고 분리되기 시작한다. 

 출발 시퀀스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콘코스 대공간은  ‘비행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공간으로 설정된다. 처음으로 흐름의 양과 동선의 조직을 연구하고 

적용했던 Dulles 국제공항의 경우 출발동선과 도착동선을 수직적으로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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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출발층의 공간을 매우 높고 넓은 광대하고 투명한 공간으로 만들어 비행

기에 대한 조망과 비행의 흥분을 고조시키도록 설정한데 비해, 도착층은 출발

층 아래에 위치하면서 층고를 극적으로 낮추어 보다 땅에 가깝고 안도감을 주

는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이후 공항건축의 전형이 되어 현재 많

은 공항들이 1층 부분을 도착층으로, 2-3층을 출발층으로 계획하고 출발층은 

층고가 매우 높고 자연채광이 잘되는 철골조의 대지붕을 가진 광대한 광장 같

은 공간으로 구성된다. ‘비행’이나 공중의 광활함을 실내로 끌어오기에 동

선을 조직하는 선적이고 좁은 복도는 적합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비행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출발콘코스 공간은 광대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도착 공간은 안

정감과 빠른 이동을 위한 보다 낮은 층고와 좁은 폭의 통로로 구성된다. 

 특히 출발 콘코스는 해당 공항의 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종의 신전 혹은 

광장과 같이 상징적이고 공적인 공간이 된다. 광대한 용적을 구성하기 위해 

기둥을 최소화하고 장스팬의 단일공간을 구성하면서도 비행-하늘의 은유를 

위해 밝음과 투명성을 도입한다. 이는 Dulles 터미널에서 제시된 투명커튼월

과 곡면지붕 그리고 프리플랜의 대공간이라는 표상적 유형이 흐름 프로세서로

서 기능과 맞물린 결과이다. 

거대한 단일지붕을 이루고 있는 철과 유리의 구조 시스템은 모듈러에 의한 반

복적 리듬으로 실내공간에 노출된다. 광대한 크기뿐 아니라 구조와 내벽 그리

고 기물들의 반복에 의해 전체 공간에서 자신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인식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간의 특징을 흔히 ‘방향상실’의 공간이라고도 한

다.

  

 또한 입구로부터 탑승구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적지로의 동선은 공간의 구

획이나 통로와 같은 선적 공간의 방향성으로 지시되지 않는다. 대신 공간은 

매우 단순한 단일평면으로 구성되고 동선흐름에 따라 절차를 구성하는 기물들

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거대하고 혼잡한 공간 안에서도 매우 단순한 원리를 

따라 움직이도록 디자인되어있다. 따라서 몇 번의 비행 경험만으로도 (운영방

식에 따라 몇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이내 세계 어떤 공항건축공간에서도 

자신이 움직여야할 방향과 거쳐야할 절차를 예상할 수 있는 익숙함을 갖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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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창이 공항 터미널 3의 출발콘코스: 빛을 
분산시키는 천정과 그것에 동조하는 바닥 패턴은 
방향감각 또한 분산시킨다.

그림 4-48 창이 공항 터미널 3의 출발콘코스: 
반복모듈의 기둥과 기물을 통한 임의적 영역 형성. 
흐름의 방향은 사인체계를 통해 지시된다.

 이동 공간이 항상 교환과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이전 시대의 가로들이 

기계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이동과 속도만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교환

과 소통을 위한 그러나 소비로 환원되는 실내화된 가로(혹은 광장)로 분리되

었고 건축은 점차로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흐름들이 교

차하는 공간들을 실내화하며 거대해지고 있다는 점은 비-장소적 특성을 강화

해왔다. 공항건축은 도로, 철로 등 다양한 층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유

입된 흐름들이 일시 정지하고 결합하며 내부에서 혼합되는 ‘휴지상태’의 

공간이며 흐름의 교차를 수용하고 스스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일부가 되어가면

서 단일건물유형 중에서 유례없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항건축 

전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출발 콘코스의 단일 공간만으로도 이전 시대의 성전

이나 현대의 축구장에 방불한 규모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례없는 거대한 규

모의 건축공간은 건축과 도시의 전통적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

는 요인이 된다.

 렘 콜하스는 그의 선언문 「Bigness: The Problem of Large」를 통해 건

축-도시의 관계가 기계적 기술에 의해 거대해진 건물의 규모로 인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45) 그는 Bigness의 건축을 ①기존 건축

의 임계를 넘는 규모, ②근현대기술의 절대적 영향력의 인정과 그에 따른 고

전적 건축구성요소의 무화, ③거대한 규모로 인한 평면상의 깊이로 인해 파사

45)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Bigness; The Problem of Large”, S,M,L,XL, 

The Monacelli Press(1995), p.4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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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창이 공항 터미널 3 : 기둥과 지붕에 의한 
공간감 형성, 투명한 외벽과 외부로 뻗어나간 지붕은 
내외부의 감각을 무화시킨다.

드와 내부공간의 긴밀한 관계의 절연, ④그로 인해 내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파사드의 정직함을 기대할 수 없음에서 비롯되는 도덕관념의 파기, ⑤전통적 

건축구성요소, 투명성, 윤리의 중지는 건축이 더 이상 컨텍스트로서의 도시에 

기댈 필요가 없어짐을 의미함, 이라는 5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특성은 공항건축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46) 그는 다른 글 

「Generic City」에서 ‘현대공항과도 같은 현대도시’라고 표현하며 보편적 

도시의 동일성은 “중심의 공동화와 정체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

로부터 또 동일한 단순구조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47) 이는 현대의 

보편적 도시와 동일한 현대공항은 중심과 정체성의 속박이라는 장소의 근본원

리로부터 동떨어져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단순구조의 동일반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결국 단일 건물로서 도시와 대등하게 겨루는 Bigness의 건축은 역사와 정체

성이 고전적 건축요소나 중심적 구조의 무화로, 그리고 내부를 드러내지 않는 

파사드 그러나 단순한 기술적 구조가 반복되는 동일성으로 보편화된 것을 특

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항건축의 광대한 규모와 내부에 

수용하는 수많은 도시적 프로그램들

은 공항건축이 축약된 도시처럼 기능

하도록 만들고, 광대한 규모 자체만

으로도 역사와 정체성을 무화시키고 

동일한 반복이 계속되는 보편적인 것

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관점

에서 김우창은 공항건축의 압도적 거

대성은 외부 자연과의 관계를 전적으

로 무시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말

한다. 

46) 정혜진, 김광현, “렘 콜하스의 Bigness 개념의 한계와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9 n.6 (2013-06), pp.181-190

47) 렘 콜하스는 “몇몇 공항들과 도시 영역의 몇몇 조각들을 제외하곤, 모던 도시 이미지는 (최소한 

계획 이미지 조차) 어느 곳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현대공항과 같은 현대도시는 모두 동일한

가?”라고 말한다. 즉, 몇몇 현대공항의 예는 모던 기획 혹은 도시의 완성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em koolhaas, 「Toward The Contemporary City」, in: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최학

종 역, 건축이론 1965-1995 Ⅱ, Spacetime, 2007,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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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거대 건축물들의 전체성은 단순히 그 규모만이 아니고 그 구조와 근본철학
에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건물 내부의 체험에서 드러난다. 전통적 건물은 아무리 
거대해도 폐쇄적 거대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철근 라멘 구조물의 구조기술, 
조명기술, 공기조정기술 등이 발달하기 전에는 건조물의 내부는, 그것이 거대한 내
면공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외부에 통해져 있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건조물의 내부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위상을 외
부세계와의 관계에서 가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식하든 아니하든 안정
감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48)

 일차적으로 공항건축에서 거대한 규모와 평면의 깊이를 가진 출발 콘코스의 

실내공간은 인공적 기후조절과 자연채광이 해결되는 유사외부로서 창조된다.

또한 현대 공항건축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커튼월과 철-유리 구조의 통합적 

거대지붕은 벽과 지붕의 구조적 관계를 파기하고 각각 별도로 설립되어있다. 

투명한 벽은 커브사이드로부터 진입을 투명하게 연속시켜 도로의 흐름과 실내

로의 흐름 사이의 경계감각을 약화시키는데 반해, 별도의 내부세계에 진입한 

감각은 거대하고 날렵하게 떠있는 지붕구조물을 통해 감지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흐름은 투명한 경계를 침투하며 실내로 막힘없이 연속되

고, 단일한 지붕 아래에서 혼합되며 ‘인류가 거대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한다.49) 그러나 그러한 거대한 다양성은 동일한 반복적 구

조의 단일 지붕에 의해 하나의 흐름(비행)으로 보편화되고 결국 공간을 지배

하는 반복적 모듈구조로 구성된 거대 지붕은 다양성을 무화시키고 차이를 중

성화하는 사회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48) 김우창, 「국제공항: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에 대한 명상」, 김우창 전집 4-법 없는 길, 민음사, 

p.478

49) “공항천장의 튼튼한 강철 버팀대들을 보면, 19세기 커다란 기차역의 비계를 떠올리며 경외감을 

맛보게 된다. 모네의 「생 라자르 역」과 같은 그림에 나타나는 그 경외감은 이런 강철 팔다리로 

이루어진 빛이 가득한 공간, 그것도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에 처음 발을 딛는 수많은 사람들

이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건물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인류가 거대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단지 머

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 Alain de Botton, 정영목 역, A Week 
At The Airport: Heathrow Diary, 청미래,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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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형 터미널 확장 선형 터미널+콘코스 다중 피어 콘코스 형

위성 콘코스형 단층 터미널 + 이중 커브 위성 + 다중 자동피플무버

 참조임 22장 시작표 4-14 터미널 운영방식에 따른 매스 형상과 배치: 보
 참조임 23장 시작안검색구역(붉은 색)은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의 경계부인 중앙에 위치한다.

(2) 흐름의 여과 : 보안검색영역

 공항건축에서 흐름 시퀀스는 보안검색영역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터미널의 

근본적 기능인 땅과 비행의 중재, 지역과 세계의 중재, 랜드사이드에서 에어

사이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이 영역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경계이기 때

문이다. 또한 동선시스템 상으로 CIQ/보안검색지역을 배치하는 문제는 건축

물의 형상과 운영방식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표 4-14>

에 나타나듯이 이 구역은 공항건축 전체의 운영방식과 매스 배치를 결정하며 

모든 공간이 이곳을 지나지 않고서는 연결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CIQ/보

안검색영역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약 지점으로서 문지방과 같은 공간

이며, 따라서 공간적으로도 두 영역(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의 경계부에 위

치한다.  그리고 보안검색영역은 건축적 구획이 아닌, 기계의 흐름으로 구성

된다. 여기에서도 사람과 사물은 분리된 채 각각에 해당하는 기계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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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전형적인 피어; 투명하고 선적인 튜브공간, 

간사이 국제공항 by Renzo Piano

그림 4-56 중앙 콘코스와 에어사이드 피어의 유형적 대비, 
간사이 국제 공항 by Renzo Piano

따라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계영역을 중심으로 두 영역은 다른 사회적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유형적인 차이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4.3절에서 다

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 흐름의 분배 : 탑승장

 다음으로 CIQ 경계영역을 기점으

로 출발 콘코스와 대비되는 에어사

이드의 공간이 펼쳐진다. 에어사이

드에 속한 피어의 주 기능은 탑승대

기와 탑승이다. 피어는 비행기와의 

접속을 매개하기 위해 일종의 폐쇄

된 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형상을 가

지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긴 통로 공간을 활용하여 소비와 

문화에 관계된 여러 가지 축약된 프

로그램들을 제공한다.

피어(pier)건물은 그 용어에서도 연

상할 수 있듯이 일종의 브릿지 혹은 

부두의 선창과 같은 길고 선적이면

서 다른 두 영역을 연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어 건물은 ‘계류장 건물(apron 

building)’ 혹은 ‘로딩아케이드

(loading arcades)’라고도 불렸는데, 이 용어들은 피어 건물이 계류장의 비

행기 주기선을 따라 선적으로 형성되는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탑승구 사

이의 긴 통로 공간이 부가적으로 아케이드로 형성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

다.50)  피어는 비행기 동체 크기와 주기 대수에 따라 극적으로 길어지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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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쇼핑구역 순수 이동 통로 탑승대기실(Holdroom)

중심적 통합성을 갖는 
유리피라미드 형태, 

쇼핑구역은 공간의 중앙에 
위치한다.

기계속도와 보행속도가 
분절된 순수한 이동 통로

순수한 탑승대기공간
연속적 병렬배치된 의자들 
사이에 게이트 번호판이 

영역을 임의적으로 나눈다.

 참조임 24장 시작표 4-15 에어사이드 지역의 분화: 복합소비+이동+대기, 
 참조임 25장 시작샤를 드골 국제공항 T2

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보행거리를 보조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종 보조교통기계들이 이 영역에 결합하게 된다. 무빙워크와 같은 수평이동

보조수단과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이동보조수단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 셔틀트레인이나 셔틀버스 등이 동시에 결합하여 작동하게 된다. 이 

사실들은 출발 콘코스가 다양한 차이의 흐름들을 혼합하고 CIQ가 여과하여 

단일하게 환원한 정체성의 흐름들이 에어사이드 영역에서 다시 다른 교통수단

을 이용한 흐름들로 분화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출발 콘코스는 흐름이 비교적 자유롭게 혼합된 공간되지만, 여기서는 단일한 

정체성(승객)의 흐름들이 각자의 탑승구로 분배되도록 지시하는 질서의 공간

이다. 이 같은 질서는 긴 복도와 선적인 매스(pier) 그리고 이들 공간의 경로

와 목록을 제공하는 기호체계의 지원으로 강화된다. 

주기장을 따라 형성된 선형의 매스는 필연적으로 긴 복도와 아케이드를 형성

한다. 탑승 전 대기시간을 구성하는 쇼핑과 휴식을 위한 공간들이 아케이드를 

따라 배열되고 기타 도시적 문화 프로그램들이 축약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유

사-쇼핑몰과 같이 작동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만큼 공간이 구획되

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들 공간의 사용에 제한이 없어 ‘승객과 소비자’인 

사람은 무한한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면세쇼핑

구역을 통해 가시적으로 제공되며 글로벌 세계의 다양성이 추상화된 상품으로 

그리고 브랜드 기호로 제시되는 곳이다. 단일 정체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50) 3.2.1절에 서술한 ‘airport-ness’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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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제시하는 좌석등급으로 갈라지는 계급적 분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이들을 위한 VIP라운지 공간은 보통의 흐름으로부터 한 층 깊숙한 곳에 위치

한다. 또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탑승 라운지는 비행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출발 콘코스와 마찬가지로 막힘없는 연속적 동선과 시선

을 확보하기 위한 유선형의 철-유리 구조를 채택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

타난다. 

탑승대기라운지는 가장 기본적인 대기용 의자가 일렬로 배치된 영역과 간헐적

으로 구획된 인터넷 라운지 혹은 카페 등 선택적인 영역 그리고 상점들로 구

성된다. 일방향적인 의자 배치는 열차의 객차나 기내의 좌석과 마찬가지로 개

별적 개인들의 고독의 경험에 연관된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

듯이‘독서’, 미디어 등 대면적 관계를 파기하고 고독의 경험을 생산하며 정

체성을 가상적으로 만드는 텍스트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신체의 

움직임을 지시하고 가두는 공간의 크기와 배열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출발 콘코스에서 혼합되고 CIQ를 통과하며 비행의 흐름, 승객의 신분으로 

단일화된 정체성의 흐름들은 에어사이드에서 각각 자신의 목적지에 따라 할당

된 탑승구를 찾아가도록 분배된다. 이 흐름의 조절과 지시 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공간과 기호들-안내표지판과 지도 등-의 상호작용이며, 흐름의 시퀀스

는 공간과 기호의 조합이 만드는 환경에서의 신체들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퀀스를 따라 신체의 움직임이 변화하거나 기계나 미

디어 등에 의해 매개되며 관계성·시간성·소통성 등의 변화를 직조한다. 흐

름의 공간화라는 물리적 특성의 공항건축공간은 결국 공간과 신체의 관계, 그 

공간에 속한 신체와 다른 신체의 관계들을 기존의 장소와 다른 방식으로 조직

하며 비-장소의 특질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행의 새로운 건축은 검색을 위한 스위치 세트와 사람과 수화물의 거대한 흐름의 
분류를 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갑과 게이트의 공간, 분광기에 의해 분석되고 
자력탐지기가 제압하는, 승객이 감시관과 코를 킁킁대는 개들에 의해 검색되는 공
간이 계속적으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항은 거대한 여과기계처럼 작동할 것
이고, 항공기로 “청정한” 승객과 수화물을 나르도록 디자인될 것이다.51)

51) Michael Sorkin, 「The Architecture of Air Travel」, New York Times, 2002, Ap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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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사이드 에어사이드

커브사이드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Concourse

Boarding
Gate

閾

A B C D

A : (지상교통)승객 + 여행자
B : 차이의 중성화
C : 계약(의례) 영역
D : (비행교통)승객 + 소비자

그림 4-61 공항건축의 흐름의 공간체계: 인프라스트럭처화와 흐름의 시퀀스; 이러한 공간체계가 
만들어내는 총체적 경험양식이 비-장소성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마이클 소킨(Michael Sorkin)이 상기한 바와 같이 공항건축공간의 주

요한 기능은 흐름의 분류를 위한 ‘흐름의 공간화’이고, 그 흐름들을 청정한

-차이나 이질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여과기계’와 같이 작동하는 

것이며 그것은 공간적으로 ‘장갑과 게이트의 공간’, 즉 콘코스와 피어의 결

합유형으로 표현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공항건축은 비-장소가 

직조하는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의 이행 과정과 교통흐름의 단일화 과정을 공

간적으로 조직하고 중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흐름의 체계와 공간 시퀀스 그리고 각 공간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특징과 이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그림 4-94>과 같이 몇 단

계의 구별되는 영역들이 공항건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프

라스트럭처의 단계에서 외부의 교통인프라가 건축 하부로 결합하거나 혹은 에

어사이드 내에서만 기능하는 단독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건축과 일체화된다. 

건축물의 단계에서 우선 랜드사이드 영역과 에어사이드 영역의 구분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출발 콘코스 대공간과 보안검색지역 그리고 에어사이드 피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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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그리고 각 공간 내에서도 영역적 분화가 있다. 출발 콘코스는 크게 

출입구-로비-체크인지역-보안검색지역의 4 단계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에어

사이드는 보안검색지역 통과 직후 동선분산을 위한 광장과 각 탑승구로 분산

되는 통로공간, 이들 공간 사이사이에 결합해있는 복합소비공간 그리고 탑승

구 주변의 대기공간의 4 종류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영역들이 이행하는 시퀀스를 통해 정체성 또한 변화하며 비-장

소로서 공항건축공간은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흐름의 시퀀스

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영역들 간의 경계부는 비-장소의 공간과 

사용자의 관계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4.3. 흐름의 시퀀스에 나타나는 경험적 특성

 공항건축 내부공간은 우선적으로 랜드사이드에 속한 출발 콘코스 공간과 에

어사이드에 속한 탑승피어 공간으로 나뉘고, 그 사이에는 문지방 역할을 하는 

CIQ 영역이 자리한다. 그리고 비행절차의 흐름 체계를 따라 변화하는 시퀀스

는 결국 정체성의 이행을 수반하며 공항건축 특유의 경험양식을 생산한다.

이들 세 공간의 앙상블(ensemble)은 흐름을 처리하고 조직하는 동시에 ‘비

행’에 합당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직조해내고, 이렇게 직조된 단일

의 계약적 정체성은 ‘비행’의 흐름을 타고 글로벌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공간에서의 흐름의 상태와 그것이 공간적으로 드러난 방식은 각

각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이 비-장소적 경험으로 나타난다.

 공항건축을 지시하는 터미널(Terminal)이라는 용어에도 함의되어 있듯이, 

이 공간은 각종의 흐름들이 일단 멈추는 곳이다. 철도로, 자동차로 접근한 흐

름들은 터미널에서 각자의 속도를 벗고 우선적으로 혼합된다. 

지상교통을 통해 유입되는 여러 종류의 흐름들은 이 터미널을 통과하여 단일

한 ‘비행’ 흐름으로 환원되는데, 흐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정체성 또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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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환원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비행의 흐름과 승객의 정체성으로 일원화된 상태는 터미널의 에어사이

드와 공중에 속해있을 때로 한정되는 임시적인 것이다. 또한 비행과 승객으로 

일원화되어 속하게 되는 터미널 에어사이드 영역 안에서도 다양한 분화가 임

시적으로 발생한다. 흐름의 분배 구간에서 탑승자격이라는 단일 정체성을 얻

은 승객은 소비자의 자격을 동시에 얻으며, 제공되는 프로그램 공간에 참여하

는 잠시 동안 계급적 차이를 갖기도 하고(VIP라운지),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통해 임시적으로 도시민이 되기도 하며,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여부에 따라 

자신의 실질적 위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상적인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기도 

하는 것이다. 

그림 4-62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유입된 흐름이 체크인과 보안검색을 통해 일원화되고 다시 피어 건물을 
따라 분산되고 있으며 도로부터 탑승교까지 전부 건물의 일부분처럼 연결되어 있다. 

Madrid Barajas Airport 출발층 평면도

 본 절에서는 흐름의 공간체계 위에서 그 공간들이 정체성에 관련하여 표현하

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들 관계를 조직하고 중재하는 소통매개로서 공항건

축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기호 체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결

과적으로 공항건축 특유의 건축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건축 공간 환경

에 대한 지각과 경험은 새로운 공공적 경험을 보편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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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4.3.1. 이질성의 공존과 중성화 : 혼합과 교차

(1) 중성적 피막

 현대의 대부분의 국제허브공항은, 이 출발 콘코스 공간을 전례없이 거대한 

단일공간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 공간유형은 이제 공항건축을 대표하는 하나

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 공간의 유형적 특징은 물결치는 지붕, 커튼

월의 투명한 벽체, 스페이스프레임에 의한 단일공간 그리고 이 모두가 통합된 

외피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최근의 틀림없는 건축적 공항미학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의 주요 성분은 노
출된 강철 구조(스페이스프레임이나 거대한 트러스), 볼트 지붕의 뚜렷한 선호, 옅
은 녹색과 페일블로, 회색, 흰색의 색채, 그리고 끝없는 유리이다.52) 

 현재성의 무한한 반복이 비-장소의 특징이라면, 이것과 다종의 흐름의 혼합

을 덮는 거대한 지붕과 외피는 끊임없이 용해되는 흐름과 정체성 그리고 과거

와 미래의 시간들을 현재로 용해시키는 사회적 용기(container)로 나타난다.53)

 이를 건축역사이론가 마이클 헤이스는 ‘새로운 피막(New Envelope)’54)이라

는 용어로 설명한다. 그는 이 ‘새로운 피막’의 상징적 중요성은 다름 아닌 

그것이 사회적 세계를 직접적으로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환원적으로 

52) Hans Ibelings, Supermodernism: Architectur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NAi 

Publishers, Rotterdam, 1998, p.78

53) 렘 콜하스는 Bigness만이 이벤트의 확산을 허용하는 단일한 용기이며, 그 아래 혼합된 기능적 

독립체들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며 용해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gness 개념과 마이클 헤이스가 주장

한 New Envelope 개념이 공히 거대한 단일공간에 관한 것으로 그 공간이 곧 사회적 관계의 혼

합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받아들여 ‘사회적 용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Only 

Bigness can sustain a promiscuous proliferation of events in a single container’,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op. cit., p.511

54) K.Michael Hays, 「The Envelope as Mediator」, The State of Architecture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ed. Bernard Tschumi and Irene Cheng, The Monacelli 

Press(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2003,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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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합하는 거대지붕
건물의 존재는 지붕으로만 인지된다.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

외피와 구조가 통합되어 단일공간을 이루는 
새로운 피막의 공항건축, 

Marrakech Menara Aeroport, E2A Architecture

빈 공간으로 표현된 출발콘코스 공간과
이를 덮는 거대지붕피막

Shenzhen Bao’an 국제공항 T3

내부에 혼합된 흐름을 중재하는 공간장치들과
이들의 혼합을 덮어 동질화하는 거대지붕구조

Madrid Barajas Airport

 참조임 26장 시작표 4-16 흐름을 혼합하고 조절하는 공항건축의 ‘새로운 피막’

건축적 자율성이나 특정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5) 

새로운 피막은 규범적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보급과 디자인의 차이를 제거한 절차 
또한 약화시킨다. 그리고 건축적 재현과 보다 큰 이미지-스펙타클의 세계 사이의 
진정한 구별을 용해시킨다.56)

 이 새로운 피막은 모더니스트 미스 반 데 로에의 커튼월이 지녔던 추상성과 

부정(negation)의 성질과는 다른, 형태와 기술 그리고 경험의 차이를 제거하는 

55) “우리 시대의 새로운 피막(New Envelope)은 그들의 사회적 그라운드에 관계되어 있고 물론 그 

관계는 오래된 모더니스트의 그것과 다른 관계가 될 것이다.”, K.Michael Hays,「The 

Envelope as Mediator」,op.cit.,p.66

56) Ibid.,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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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보다 부드럽게, 그리고 완전히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다.57) 그리고 이

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포화시키고 모든 곳을 같게 보이도록 만들어 개별

적 독특함과 차이를 지운다. 즉, ‘새로운 피막’이 형성된 조건은 미디어 기

술과 소비지상주의 문화의 보편적 확산과 건축디자인과 건설 기술에 있어서 

디지털미디어기술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비-장소의 성립조건과 상통한다. 또

한 이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성격은 ‘의미의 결핍, 탈영역화, 모든 것을 평평

하게 만드는(차이를 지우는) 중성성’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영역, 특수

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소성과는 대비된다.58)

 새로운 피막의 공간적 구성은 흐름이 연속되는 평면을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모듈 기둥과 통일성있는 형상의 단일지붕으로 덮는 형식을 취한다. 지붕의 부

유감과 비행을 상징하는 조형성을 구현하기 위해 강성과 연성을 겸비한 철 구

조를 채택하며 외부와 다름없는  인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리천창을 만

드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공간을 단일하게 덮는 반복적 리듬의 지붕구조체

의 통일성은 내부와 외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별을 소거하여 탈영역

화의 감각을 보여준다. 

출발콘코스 공간에 나타나는 건축적 특징과 기물들은 구획된 벽이 없는 원칙

적으로 자유로운 평면에서의 임의적 배치의 특성을 통해 탈영역화의 감각을 

부여한다. 오히려 실내의 감각은 거대한 지붕에 의해 감지된다. 내부에 벽의 

구획이 없고 체크인 카운터, 일시적 키오스크, 방향지시용 기호판, 각종 이미

지 광고판들이 임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고정적인 공간장치는 엘리

베이터(Elev.)나 에스컬레이터(Esc.)와 같은 보행기계와 설비서비스 공간이며, 

57) 마이클 헤이스는 미스의 시그램 빌딩의 커튼월이 (건축적이고 사회적으로)중재하는 두 용어로‘내

부적인 중재·규율특정적인·건축적인·건설적인 것’과 ‘외부적인 중재·표피의 지각적 논리·

신흥소비지상주의문화·그것에 병합하는 미디어’를 들고 있다. 새로운 피막은 보다 후자의 용어

의 영향이 커진 상태를 지시하는데, 무엇보다 이는 동시대 디지털디자인 기술에 연관되어 있기 때

문이라고 지적한다. 

58) 보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리처드 세넷은 ‘중성화된 도시(The Neutral city)’ 라는 개념을 사용

한다. 오스망 파리 이후, 그리고 르 코르뷔제와 같은 모더니스트의 도시계획은 개인과 타인, 내면

과 외면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리드 체계의 중성적 공간을 낳았다. 그런 점

에서 현대인은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항상 자신 속에서 자신만을 보게 된다. (이는 오제가 지적한 

비-장소의 특징과도 같다.)낯선 자와의 사회적 접촉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질성과 차이

를 중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넷은 ‘눈의 양심’(타인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회복하길 주장하고, 현대 도시가 산출하는 무질서, 모순, 양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제안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성화’라는 동의된 현대의 특징은 관점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Richard Sennett, The Conscience of the Eye: The Design 
and Social Life of Cities, W. W. Norton & Company; Reprint edition (199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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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을 유입하는 
거대단일매스와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지붕피막

도로와 연속되면서 공중의 
경계면이 되는 지붕피막

거대한 기둥-지붕 구조의 피막 
아래에 혼합된 기물과 흐름들

 참조임 27장 시작표 4-17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다음으로 비교적 고정적인 장치는 체크인 데스크이다. 그 외 수많은 기물들-

벤치, 키오스크, 사인, 광고판 심지어 상점들까지-은 항상 일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며 언제든지 이동가능하게 가변구조물로 설치되어있다. 넓고 균질한 바

닥과 혼란스러운 기물들의 난립은 방향상실을 가중시키고 흐름을 유도하는 경

계나 구획이 없기 때문에 영역적 구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전체 공간의 투명성과 지붕구조의 반복성이 만들어내는 통합성 그리고 

구획이 없는 자유로운 평면과 임의적 기물들의 배치라는 특징은 ‘새로운 피

막’의 개념이 제시하는 중성화와 탈영역화라는 사회적 관계의 공간적 표현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노먼 포스터(Foster + Partners)가 설계한 베이징 서우두 국

제 공항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표 4-17)은 전체 매스를 

덮는 단일한 지붕피막이 가장 중요한 디자인 컨셉으로 작용한 예이다. 커브사

이드과 동일한 길이의 매스와 마치 도로에서 한 켜 들어올린 듯한 연속적인 

평면의 지붕피막 사이의 매우 투명한 전면커튼월은 다양하고 많은 흐름을 받

아들일 수 있는 넓은 범위의 관용을 보여준다. 매스는 CIQ 경계지역을 지나 

에어사이드 영역 쪽으로 점차 좁아지며 피어를 이루는데 이는 다종의 혼합된 

흐름들이 단일한 정체성의 흐름으로 여과되는 관계를 공간적으로 보여준다. 

매스의 중앙을 관통하는 피플무버(APM)는 지하로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순

간 건물 사이로 노출되면서 건물과 인프라스트럭처의 구별, 내부와 외부가 구

별되는 감각을 소거한다. 

또한 출발 콘코스는 온전한 방향상실의 공간이며 천정면의 얇은 루버의 방향

이 점차로 좁아지는 에어사이드 쪽을 향하고 있어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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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광대한 넓이와 높은 층고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이 없고 체크인 데스크

와 원형 기둥이 유일한 고정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공간은 언제든지 새롭게 

배치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구획이나 고정된 경계가 없는 내부 공간

의 유연함은 ‘새로운 피막’의 동질화하는 성질, 즉 모든 차이와 타자성을 

동질화하여 글로벌화하고 중성화된 동일성으로 만든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거대한 지붕 혹은 피막에 둘러싸인 단일공간으로서 출발 콘코스 공간은 투명

한 커튼월 외벽과 인공적으로 조절되는 균일한 기후나 채광조건으로 인해 외

부와 다름없는 밝고 넓은 환경을 제공하여 내외부의 감각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투명성의 거대공간이 내외부의 감각을 소거한다는 점은 건축에서의 

‘무장소성(placelessness)’의 표현으로 여겨져 왔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장소론자들의 주장에서도 공통적으로 ‘외부와 구분되는 내부의 감각’을 부

여하는 건축요소를 장소성의 물리적 조건으로 꼽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한다.59) 마찬가지로 건축비평가 케네스 프램톤은 무장소성(placelessness)을 

나타내는 건축의 요소들을 대지의 정지작업으로 생겨나는 절대적 ‘백지상

태’, 지정학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기후와 채광의 문제를 민감하게 조절하는 

창,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구조기술적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60) 

내부와 외부의 감각을 강화하거나 소거하는 건축적 요소는 본질적으로 내부를 

만드는 벽과 창의 문제이다. 공항건축의 출발 콘코스와 같은 거대하고 투명한 

단일공간은 전면적인 커튼월과 천창을 통해 외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햇빛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내부는 거의 외부와 동등한 유사-자연과 같은 환경이 

된다. 동시에 인공적으로 조절되는 균질한 실내기후는 자연의 이질성을 소거

한다. 한편 역설적으로 창의 측면에서 ‘무장소적’ 실천은 인공조명이 예술

작품을 상품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결부된다. 이는 발터 벤야민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적 재생산 과정에 적용된 ‘햇빛의 상실’이라는 과정이기도 하다. 

‘햇빛의 상실’이란 자연적 질, 장소적 아우라의 상실을 설명하는 우의적 표

현인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건축적 자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소

59) 본문 2.1.2절의 <표2-4>를 참조할 것. 

60) Kenneth Frampton, 「비평적 지역주의에 대하여: 저항의 건축을 위한 6가지 요점」, The 
Anti-Aesthetics: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윤호병 외 역, 현대미학

사, 2002, pp.61-63



- 163 -

그림 4-70 노출된 구조결합방식과 투명한 
벽면이 만드는 공간형식과 가공된 표면의 
균질성, Stansted 공항, 출처: Foster + Partners

성’의 실천 형태는 바로 구조의 축조적 

측면과 구별되는 순수한 기술적 구조이다. 

건축의 구조적 요소의 본질은 프램톤에 따

르면 ‘건설행위를 예술형식으로까지 승화

시키는 행위’ 라는 점에 있다.61) 그렇다

면 무장소성을 드러내는 순수한 기술적 구

조를 구별하는 지점은 바로 구축의 시학, 

예술성의 표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는 다름 아닌 구축의 촉각적 요소를 강조하

는 전략을 말한다.

프램튼은 ‘촉각적인 것과 축조적인 것에는 

기술적 단순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관점에서 유하니 팔라스마

는 “자연의 재료(돌, 벽돌, 나무)는 우리의 시각이 그들의 표피를 뚫고 들어

가 물질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62)고 말하며 촉각적인 것은 표면

적 성질을 뚫고 들어간 시간의 깊이로부터 발현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레더배

로우가 말하듯이 “건축의 표면을 생활과 장소의 상황적인 작용들의 궤적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성이다…이 역사성은 건축 생산에 표상적 

의미를 부여”63)하기 때문에, 건축의 장소성은 표면의 시간성에 결부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역으로 현대의 건축공간이 결여하고 있는 

촉각적이고 축조적인 성질이 비-장소적 경험을 생산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공항건축의 주요 구조형식은 철(금속)-유리의 스페이스프레임 구조로서 구조

체의 축조방식과 결합디테일은 실내공간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금속 구조

체를 보호하기 위한 모노톤의 페인트는 금속의 부식과 같은 시간성을 소거하

고 표면을 균질하고 매끈하게 만든다. 즉 구조체의 본래 재료가 가진 촉각적 

질은 가공된 표면에 의해 소거되어 있다. 이들 도장된 금속 구조체의 표면은 

‘재료적 본질이나 나이(시간성)를 전해주지 않고…불변하는 표면만을 전달한

61) Ibid., 프램톤은 건축역사가 스탠포드 앤더슨(Stanford Anderson)을 인용하여 이 같은 주장을 

강화하였다. 앤더슨의 글은 「Modern Architecture and Industry: Peter Behrens, the AEG, 

and Industrial Design」, Oppositions 21 (summer 1980), p.83을 참고할 것.

62) Juhani Pallasmaa, 김 훈 역, 건축과 감각: The Eyes of the Skin, Spacetime, 2012

63) David Leatherbarrow and Mohsen Mostafavi, 송하엽 외 역, 표면으로 읽는 건축:Surface 
Architecture, 동녘, 2009.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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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4) 이러한 기계생산에 의한 재료들은 시간의 연속체에 속하기를 거부하

며 자신의 본질이나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다. 밋밋하고 매끈하게 도장된 표면

에 나타나는 ‘낡지 않는 완벽함(ageless perfection)의 의도적인 추구’야말

로 현대 건축의 본질적 특성65)이며, 이는 공항건축 전체 공간에 걸쳐 나타나

는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피막의 거대하고 투명한 대공간은 빛의 

효과로서만이 아니라 노출된 구조체의 촉각적 감각의 소거를 통해 중성적인 

균질함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영원성에 대한 

추구는 ‘실내化’에도 적용된다. “실내는 도시의 다른 기념물들처럼 사회경

제적 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서, 반복동일성으로 남으

려 한다.”66) 재료의 표면이 주는 내구성의 효과와 구조 요소들의 반복적 모

듈은 이러한 영원성과 반복동일성의 재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성적 피

막’이 비-장소의 공간적 경험을 낳는 건축적 특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성적 피막의 거대한 단일공간으로서 출발 콘코스는 마크 

오제가 비-장소 개념에서 주장한 사회관계적 성격의 공간형식으로 봐도 무방

할 것이다.67) 오제는 여행자의 공간으로서 비-장소는 ‘역사를 위한 방’이 

없고, 교통과 소비시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의 끊임없는 공격은 사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며, 현재의 즉각적 경험만을 제시하며 자기 자신만을 

조우하게 한다고 말한다.68) 이는 비-장소의 공간에서 경험되는 시간성의 특

64) 팔라스마는 현대건축의 특징인 밋밋함으로 인해 물질성에 대한 감각의 약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

다고 지적한다. Juhani Pallasmaa, 김 훈 역, 건축과 감각: The Eyes of the Skin, 

Spacetime, 2012

65) 역사성이나 영원성이 ‘장소성’의 본질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현대건축이 추구하는 영원성은 

또 다른 형태의-혹은 새로운 시대의- 장소성에 대한 희구로 해석될 수도 있다. 힐데 하이넨은 기

디온의 예를 들며 이를 ‘투명성을 영원한 장소로 만들려는 모던의 기획’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이넨과 기디온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은 Hilde Heynen, 이경창 외 역, 건축과 현대
성:Architecture and Modernity, Spacetime, 2008을 참고할 것.

66) Graeme Gilloch,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p.162

67) 그러나 물론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수퍼스튜디오(Superstudio)는 거대 표면(Supersurface)을 

‘세상의 삶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무언가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균질한 

바닥에 관한 것인데 ‘에너지와 정보 그리드를 통해 균질한 상태가 된 지구의 표면’을 상정하고 

건축과 같은 환원주의적 삼차원 도구가 없이(즉 벽이나 외피같은 경계로 둘러싸는 것이 없이)단지 

에너지와 정보를 얻기 위한 접속으로 영위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제안이다. 이는 건축이라는 삼차

원 도구는 항상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는 거

대한 외피는 그 안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단지 거대한 경계로, 광역화한 경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Superstudio, 「The Fundamental Acts: Life/Ceremony」,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eds.), Architectural Positions: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SUN Publisher, 2009, p.352

68) Marc Augé(2008), op.cit.,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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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보여준다. 비-장소의 과거와 미래를 즉각적으로 현재화하는 미디어, 그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공간적 이동의 순차적 감각을 지우는 흐

름과 미디어의 연동된 경험, 그리고 차이와 이질성의 개인들이 동일한 단독적 

정체성의 단순한 총합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이 같은 즉시적 시간성을 

강화한다. “공간의 저항을 무화하면서 대상의 물질성을 용해시키는 즉시성이 

모든 순간을 무한한 수용력을 갖춘 것”69)으로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은 중성

적 피막의 대공간이 지닌 모든 차이를 무화시키는 표면적 균질함과 탈영역화

의 감각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정체성의 추상화와 중성화

 출발 콘코스의 철-유리로 이루어진 거대단일공간형식은 박람회와 철도역 공

간의 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차적으로 수정궁과 같은 박람회 공간과 철도역의 train shed가 흐름의 혼

잡을 수용하는 공간적 대응이었다는 것은 공항건축의 출발 콘코스가 흐름의 

혼합과 교차를 위해 선택된 공간형식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혼잡의 정도와 양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수용하는 공간의 용량도 늘어나야만 

했고, 철-유리 건축과 이전 시대의 건축의 공간 용량의 차이는 “철도의 교

통용량과 산업화 이전의 교통 간의 관계와 유사”70)했다. 또한 공간용량을 

구조적으로 실현시켜준 재료인 철-유리의 구조는 대중의 출현과 밀접한 연관

이 있었다. 근대 건축에서 철 구조는 카페, 파노라마, 아케이드, 온실 등에 

사용되었는데 이들 시설은 프랑스 루이 필립 치하에 출현한 대중문화의 성장

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71)  철의 실용적인 측면-내화성, 구조적 강점, 건

69) Zigmunt Bauman, 이일수 역,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2005, p.201

70) Wolfgang Schivelbusch, op. cit., p.62

71) 철 구조가 새롭게 나타난 대중적 시설에 자주 사용된 주된 이유를 이상헌(2002)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적은 양의 재료로 대규모의 長스팬이 가능하여 기둥의 수가 적은 대 공간을 만들

기에 용이했다. 둘째, 철은 내화성이 우수하여 구조적 안정성에 적합했다. 실제로 1823년 프랑스 

건축법은 극장의 바닥과 지붕구조에 내화성을 근거로 철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조립과 건

설과 해체가 용이하여 일시적 용도로 건설되는 시설의 구조로서 적합했다. 일례로 1838년 샹제리

제 파노라마는 8개월 만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넷째, 1830년경 철 생산성 증가로 철 가격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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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용이성-은 당대 도시 변화와 새로운 시설에 대한 건설 요구의 증가에 

부응하였고, 철의 미학적 측면은 산업과 기계와 교통의 증가가 가져온 새로운 

근대성의 경험과 왕정귀족풍과 차별되는 부르주아 계급의 문화적 상징성을 표

현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구조적으로 철은 연성과 강성이 우

수하여 아치형이나 곡선형의 장식적 구조물을 만들기에 적합했고 또 석조에 

비해 넓은 경간의 대공간을 만들 수 있다. 철골조의 지붕은 창고, 시장, 공장 

등에서 먼저 나타났고 이후 철도역과 수정궁 등의 박람회장의 대공간의 지붕

에 사용되면서 예술적 재료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발터 벤야민은 파리 아케이드를 통해 근대성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아케이드

에 사용된 건축적 재료였던 철과 유리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철골건축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인용문 모음을 남겼는데 그가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근대성의 본질’이었던 보들레르적 일시성

을 당시 건축이 철과 유리라는 재료를 통해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초의 철골 건축물들은 일시적(통과용)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 즉 유개시장, 역, 
박람회장 등. 이처럼 철은 즉각 경제생활의 기능적 계기들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능적인 동시에 일시적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시대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본격적이고 형상적인(formal)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72)

벤야민은 철의 일시적 특성-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이 근대의 빨라진 속

도를 표현하기에 적절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새

로운 형식의 건물들-박람회장, 시장, 철도역, 아케이드 등-은 대부분 일시적

인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들이었고 그 건물에서의 행위 또한 머무르기보다 통

과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볼 때 철의 일시성은 통과이동과 속도의 흐름의 

표상으로 적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철도역-특히 전람회장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이것은 다시 예
술이 된다. 모든 곳에서 아무 것으로도 나누어지지 않은 넓은 장소에 대한 욕구가 

하여 경제적 이유로 선호되었다. 다섯째, 미학적 관점에서 7월 왕정 하의 대중 취향에 잘 부합하

였다. 왕정귀족풍의 석조건축과 대비하여 부르주아의 절제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철

의 표현성이 적합했다는 것이다., 이상헌, 철 건축과 근대건축이론의 발전, 발언(2002), p.233

72) Walter Benjamin, 조형준 역, [F 2, 9], 아케이드 프로젝트 Ⅰ, 새물결출판사(2005), 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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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철-유리 대공간의 투명성, 출처: Crystal Palace, 
Phaidon Press Ltd. 1994

그림 4-72 세계의 축약적 등가물을 배열한 전시공간, 
출처: Crystal Palace, Phaidon Press Ltd. 1994

너무 커져 돌 아치와 나무 천장만으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73) 

주목할 점은 마이어가 철도역과 박람

회 공간을 ‘어떤 것으로도 나누어지

지 않은 넓은 장소에 대한 욕구’의 

산물로 보았다는 것이다. 창고·시

장·작업장·공장 그리고 철도역·박

람회라는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시설

들이 모두 그러한 대공간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근대의 

산업적 요구와 교통의 증가 그리고 

대규모 시민사회의 출현이라는 배경 

하에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74) 그리고 이 중에서 철

도역과 박람회를 통해 철-유리 구조

의 건축이 예술성을 획득했다고 평가

하는 부분은, 산업적 목적으로 교통 

흐름을 혼합하고 처리하는 시설과 세

계 전시라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목

적으로 사물과 사람의 흐름을 혼합하

고 있던 시설이 공히 하나의 상징적 

공간에서 합치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

여준다. 즉, 이들로부터 나타난 철-

유리 구조의 대공간은 산업적 요구, 

교통의 이동성, 세계성, 상품과 사람의 관계를 한 영역에 혼합하는 것이었다.

73) Alfred Gotthold Meyer, Eisenbauten, Nabu Press (1907;2010) p.74-75, Walter 

Benjamin, 조형준 역, [F 4a, 1], 아케이드 프로젝트 Ⅰ, 새물결출판사(2005), p.441에서 재인

용

74) 이들 시설 모두 마크 오제가 비-장소로 분류하는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

들이 모두 근대의 특수한 조건에서 출현했다는 점, 전통적이거나 역사적이지 않다는 점(시장 제외, 

그러나 아케이드와 백화점이라는 근대적 상업공간의 출현은 전통적인 시장의 조건도 변화시켰다.), 

그리고 모두 거주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장소적 측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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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성의 표현은 철 뿐만 아니라 유리의 투명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철-

유리 건축에 의해 유리면이 늘어나고 지붕이 점차로 투명해지는 것은 일차적

으로 자연채광을 향상시켜 실내환경을 바깥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만든다. 

그것은 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전혀 다른 건축을 생산한다. 

전통적인 건축이 갖고 있던 빛과 물리적 구조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대비

가 약화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던 재료의 물성과 질감의 차원이 거의 사라진다. 

유리건축은 그것을 지지하는 철골 구조체의 선적인 골격을 제외하면 순전히 

‘빛’ 만을 드러낸다.75)  다시 말해 건축의 구조체와 외부 환경으로서의 빛

의 대조는 외부와 내부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다. 

 그러나 수정궁과 같은 전면적인 유리건축은 대조가 없는 밝음이 지배하며 눈

부심을 유발하고 그에 의해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공간이다. 거기에는 

“고유한 의미의 내부와 외부란 없다.…우리는 잘라낸 대기의 한 조각 속에 

있는 것이다”.76)  그것은 “마치 열차의 새로운 속도가 전래의 공간 의식을 

혼란시켜 놓은 것과 같은 것”이며 열차에서 속도가 물질적 공간에서 분리되

어 순수한 추상적 운동으로 경험되듯이 빛과 대기를 실제 자연으로부터 떼어

내어 순수한 상태로 옮겨놓는 것이다.77)  이것은 근대가 낳은 ‘휘발되어 사

라짐’이라는 현상이자 경험이었다. 

휘발되어 사라짐은 대상 정적이며 촉각적인 성질로서가 아닌, 스쳐지나가는 

이미지의 성질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쟝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유리를 ‘이상적이고 현대적인 용기’라

고 하면서 무엇보다 유리가 ‘볼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성질을 띠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78) 이 성질은 바로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의 그것에 상응

75) A.G 마이어는 근대 시기 나타난 철-유리의 건축의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밝음에 

대한 추구는 내부 공간의 발달 역사상 중요한 추진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석조 건축과 목조 건축

의 벽 안에서 빛에 대한 추구는 단지 벽 전면을 뚫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 뿐이다. 즉 내부공

간의 조명을 위해서, 빛과 그림자의 대조, 밝음과 어두움의 대조가 있었다. 이 모든 대조는 무엇

보다도 우리에게 공간감각을 일깨우고 건물에 특징을 부여한다-외부에서처럼 내부에서도.”, 

A.G.Meyer, Eisenbauten, Nabu Press (1907;2010) p.64

76) Richard Lucae, “Über die Macht des Raumes in der Architektur,” Zeitschrift für 
Bauwesen, Nr. 19, Berlin 1869, p.303,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p.65에서 재인용

77)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p.65

78) Jean Baudrillard, 배영달 역, 사물의 체계, 백의(199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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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유리의 투명성은 내·외부를 서로 투과하면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

어주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직접적인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

다. 

즉 유리라는 장치에 의해 내부와 외부, 자연과 신체, 세계와 개인은 서로를 

대비시키지 않는 평평한 투명함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동시에 양자 모두 상

대를 대상화하며 시각적으로만 인식할 뿐인 추상적 스펙타클의 관계로 접어들

게 하는 것이다. 풍경이 용해되어 파노라마적 이미지로 환원되고, 유리가 외

부 자연의 세계를 추상화하여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외부세계를 대상

화하고 그로부터 자신을 떼어내고 대상을 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면적인 

철-유리 구조의 건축은, 전례없는 투명성으로 세계를 추상화하였고 따라서 

철-유리 구조의 대공간에 혼합된 관계도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

다.

 한편 투명성과 균질함의 공간 속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현 시대의 사회성

을 간파해야한다는 점을 도요 이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철과 유리가 발명된 이래로, 우리는 universal space를 꿈꿔왔다. 그러나 유클리
드 기하학의 좌표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큼 균질하고 보편적인 이 공간은 이론적
으로는 균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균질함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완전히 
획일적인 중립성을 원하는 이러한 경향은 지역적 다양화와 건축의 기념비성에 대
한 바람에 의해 억제되었다.…오늘날 균질화된 것은 바로 사회 그 자체이다…이제 
사회 전체가 ‘수축 포장’되어 밀폐된 공간에 동봉될 차례이다.79)

이와 같이 거대하고 균질한 철-유리 구조의 ‘중성적 피막’에 나타나는 사

회적 성격은 지속적인 균질함이 아니었다. 그 예로 철도역의 train shed와 

수정궁과 같은 박람회 공간은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중성적 대공간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근대적 사회관계와 현대의 사회관계 간의 

차이와도 유사한데, 새로운 피막과 박람회 공간 내부의 배열들을 보면 그 차

이가 나타난다.80)

79) Toyo Ito, 「Architecture in a Simulated City」,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eds. Architectural Positions: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권

영민 역, Spacetime, 2011, p.270

80) 마크 오제는 이를 Modernity와 Supermodernity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수퍼모더니티는 글로벌

화와 정보화로 대변되는 현시대를 산업적 기계화에 근간한 근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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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 중성적인, 방향상실의 균질한 피막공간, 

Beijing 국제공항, Foster & Partners
그림 4-73 런던 킹스크로스 역의 Train shed

 박람회 공간은 박람회 자체가 가진 제국주의적 세계관의 배열이었다. 세계의 

발췌된 부분들을 떼어다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서 이들을 대상화하고 목

록화하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재조직하였다. 

이 공간의 관람자는 자신이 속한 ‘여기’에서 전혀 다른 타자적 세계를 대

리적으로-그러나 마치 실제인 것처럼-관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세계의 고

유성과 질적 차이는 단일공간 안에 배열된 총체적 이미지 상태로 무화된다. 

여기에서 나(여기here)와 타자(다른 어딘가elsewhere, 세계)의 관계의 의미가 

직조되는데, 타자는 대부분 이미 화석화된 과거의 상태로 제시되고, 자신은 

그들 타자가 위치하게 될 미래적 선진의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관람자

로서 군중은 서구세계의 선진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였다.81) 수정궁의 전

적으로 투명한 외피는 인공과 자연을 모호하게 만들고, 내외부의 전도 감각을 

길렀는데, 이는 나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

시에 내부를 별도의 환상적인 세계로 보이게 했다. 이는 지역이라는 한정된 

세계가 진정한 전체 세계로 열리는 감각이기도 하면서, 전체 세계를 오히려 

한정하여 대상적 이미지로 전유하려는 열망이기도 했다.

 한편, 철도역의 train shed는 철도교통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일부로 나타났

81) 박람회는 철도 교통과 철도 여행과 결합하여 나타났다. 그러한 박람회는 존 어리에 의하면 

“1851년 런던 수정궁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여행이 집합적 참가의 감각을 기르고, 나아가 국

민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선구적 사례”였으며 “대량 운송과 관광산업 그리고 일종의 

세계주의에 기반해 국제적 이벤트가 전개된 결과, 유럽이라는 무대 안과 밖에서 내셔널한 아이덴

티티가 더욱 선명히 각인되었다.”, John Urry, op. ci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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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적인 이동성 교통 공간으로서, train shed는 플랫폼과 선로의 쉘터라

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기계영역의 표상으로 철-유리 구조로 건설

되었다. 쉘터 아래에는 플랫폼과 선로의 직선적 결합이 놓였고, train shed는 

교통기계와 사람의 혼합된 흐름, 도시와 산업의 흐름을 통합하는 장치였다. 

여기엔 열차와 사람의 교환하는 흐름의 배열이 있고, 기계가 직접적으로 도시

의 내부가 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 공간은 도시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현

관과 광장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면, (먼 다른 시간의)도시를 축약하여 

가져다놓을 필요보다는, 산업적 미래를 가져오는 비전으로서, 새로운 이동성 

기술의 첨병인 철도 그 자체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철도 그 자체가 언제든

지 세계를 가져올 수 있는 중재자로서 관입된 것이다.

 그런데 비-장소의 ‘중성적 피막’ 아래의 공간에 나타나는 관계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피막 공간은 수정궁과 달리 전체적 볼륨으로 나타나

기보다 거대하고 물결치는 지붕만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train shed에 

가깝다. 그러나 train shed가 항상 半내부・半외부로 일종의 캐노피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 피막의 지붕은 사실 거대하고 단일한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벽

과 통합된 전체 매스의 지붕면에 속한다.82) 

자동차나 철도교통의 말단부로서, 직접적으로 도로나 철로의 인프라스트럭처

에 결합하고 있지만, 출발 콘코스 공간은 순수하게 사람들의 보행 흐름만을 

혼합하고, 다른 교통기관의 인프라는 건물의 지하나 외부로 감춰진다. 피막의 

구조형식이나 형상은 train shed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이것이 덮는 것은 도

시도, 교통기계도, 이들의 중재도 아닌 발권기능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의 흐름이다.

또 수정궁이 내부 공간의 구획과 배열을 통해 타자와 세계에 대한 프레임을 

제공했다면, 공항건축의 출발콘코스 공간은 ‘비행’의 단일행위로 환원된 

절차와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조건부적인 예견이 암시되어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공성이 자연을 완전히 대체해버린다. 박람회에서 실제 세

82) 이것은 Toyo Ito가 센다이 미디어 테크를 통해 정보흐름의 가상성과 단명성(ephemeral)의 표현

을 미스의 투명성으로부터 유추하여 투명한 외피, 벽이 없는 내부 공간 등으로 구현하였음을 주장

하였지만 오히려 건축의 실제적인 사용자들에게는 (비록 비틀린 형태였지만)강철 구조의 견고함이 

주는 안정성이 더 주효했다는 결과를 마주한 뒤에, 보다 사회적인 건축을 고민한 결과로 SA 

method 혹은 파라메트릭 method로 디자인된 구조통합적 외피의 건축형상으로 선회하는 것을 떠

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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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5 다양한 흐름들이 섞이는 매우 혼잡한 
공간이지만, 사실상 체크인-발권-탑승준비라는 
단순하고 단일한 기능이 지배한다., Suvarnabhumi 
Airport, Bangkok,  Murphy / Jahn Architects

계의 부분들을 가져다 놓았다면, 여기

에서는 세계의 기호들을 나열한다. 이

는 세계의 대상성을 보다 추상화하고 

평평한 기호와 이미지로 환원하는 것

이다. 특히 오제는 이것이 사실 미래

에 대한 암시와 예견이며, 과거 또한 

항상 현재로 용해시켜버리는 미디어

(이미지, 단어들) 중재의 특징이라고 

본다. 이 단일한 내부세계 안에 혼합

된 이질성들은 사실 이미 다종의 교통

수단의 속도와 미디어에 의해 평평해

진 이질성이며 이들은, 다시 거대단일지붕 아래에서 그 차이마저 지우고 중성

화된다. 

비-장소 공간이 박람회 공간과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은 박람회 공간이 화석

화된 타자적 세계를  인식하게 했다면, 비-장소 공간은 어떤 타자적 이미지

에서도 자기 자신의 현재-미래, 과거가 용해된- 만을 보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흐름이 매우 복잡해보이지만 사실상 단 하나의 기능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그림 4-75 참고> 

결국 이 공간은 혼합한 다종의 흐름들을, 단 하나의 흐름과 단 하나의 정체성

으로 직조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 하나의 행위가 수많

은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만들어내는 혼잡해 보이는 일련의 반

복적 영상과 같은 흐름이 있을 뿐이다. 결국 그 흐름에 속하여 그것을 바라보

는 사람은, 그 절차의 일부인 자기 자신의 반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공간에는 타자가 제시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편집된 타자-소

비와 여행의 코드에 맞춰진-만이 제시된다.

박람회 공간이나 train shed는 서구가 아닌 다른 세계 혹은 무자비한 철도기

계라는 위협적 타자가 제시되었고 이것과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제시했던 것에 

비해, 공항건축의 출발 콘코스 공간은 ‘항공여행(이국으로의 여행)’이라는 

단일목적과 절차로 구성되며, 절차 중에서도 발권과 수화물 수탁이라는 매우 

예비적인 행위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유일한 타자는 ‘비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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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6 끊임없이 비행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미디어전광판, 싱가폴 창이공항 T3

의 위험’과 ‘테러리즘’, 그리고 국

가 간 계약의 유효범위를 벗어나는 것

인데 이 공간은 이러한 잠재적 위협을 

최대한 감추도록 설계되고 각종 미디어

와 브랜드 이미지의 난립은 이 같은 

낙관주의를 지원한다. 미래에 가게 될 

세계의 부분들이 편집되어 전시되지만 

그것은 텍스트로 기호화되어 있으며, 

그 기호들의 배열규칙이나 내용의 차이

들을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는 쉽게 알

아차릴 수 없다.83)

이 같은 점은 내부에 막힌 벽으로 구획된 영역이 없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공간이 아무리 무자비하게 크더라도, 이 곳의 기능은 단지 체크인 데스크 혹

은 심지어 셀프체크인 기계 단위로 축약될 뿐이다. 따라서 거대한 단일 공간

은 충분한 수의 체크인 데스크의 배열로 조직되고, 수많은 이질적 흐름들은 

발권절차를 거쳐 비교적 단일하게 계열화된 흐름으로 정제되고 곧 나타날 흐

름의 여과 절차를 예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일 매스로서 가장 거대한 공간인 공항건축의 출발 콘코스는 사

회 전체를 ‘수축 포장’하여 밀폐 동봉하는 거의 한 도시와 대등한 공간으

로서, 다종의 수많은 흐름들이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거대하고 단일한 

피막으로 덮음으로써 기호화된 장소의 다양성들을 동종화해버리는 현대의 사

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대치물로서 평가할 수 있다.

(3) 기호의 공간질서와 기호풍경

 공항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호체계는 사람과 사물의 경로를 지시하며 이동 질

83) 박람회 공간의 원근법적 시각을 고려한 배열을 보면, 단번에 세계의 배열방식이 눈에 들어오는 

것에 비해, 여행카탈로그나 여행서적이 꽂혀있는 순서나 배열은 알파벳 순이거나 보다 대중적으로 

선호되는 여행국가별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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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만들어낸다. 거대한 복합체인 공항은 규모의 광대함과 공간의 균질함으

로 인해 사인체계(signage)나 지도(map)가 없이는 절대로 자신이 가야할 곳

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방향상실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복성과 균

질성과 광대함이라는 익명적 조건은 반드시 기호의 매개를 필요로 한다. 흐름

을 조직하고 분류하며 여과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내 표지판이나 사인체계들

은 공간의 질적 내용을 추상적 정보로 제시한다.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는 흐름이 교차하는 복잡한 공간 환경에서 간판 등의 미디어가 공간

과 보행자를 매개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보행자 스케일에서 공간보다 간판이 우세한 것은 큰 공항에서 볼 수 있다. 큰 기
차역의 보행자 흐름은 택시에서 기차로 티켓 창구, 상점, 대기실, 플랫폼, 시각적으
로 간판이 없는 단순한 축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복잡한 프로그램과 환
경은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형태·빛이라는 순수한 건축의 3원소를 넘어서는 미디어
의 복잡한 결합을 요구한다.84) 

  그리고 텍스트와 기호는 ‘현재성’의 경험을 구성한다. 수많은 흐름들이 

혼합되고 교차하고 여과되며 분배되는 공간으로서 공항건축공간은 흐름의 교

체를 위한 일시적  ‘휴지 상태’로서 현재를 강화하는 시간성을 갖는다. 공

항건축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손에 들린 여행일정표는 시간표 없이 작동할 수 

없고, 공항건축 내부 곳곳에 마련된 비행정보판은 장거리 비행이라는 시간성

을 스크린 위의 분초단위로 물질화된 전자정보로 환원하여 제시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현재화’ 하는 비-장소들은 시간에 대비해 측정되고 있다. 따라

서 흐름의 공간화는 사실상 시간의 질서와 얽히면서 조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항건축 내의 기호체계는 여행자에게 탑승절차를 따라 이동하는 경로

를 지시하고, 공간의 내용과 정보를 계속해서 제시하며, 자신의 목적지에 대

한 정보와 환상을 축약된 텍스트와 이미지의 형태로 미리 알려준다. 여행자는 

자신이 떠나온 곳의 이미지(해당 공항의 도시나 국가 혹은 전통)와 현재 자신

이 정위하고 있는 공항건축 내부의 이미지 그리고 목적지의 이미지를 텍스트, 

이미지 등 기호체계를 통해 동시에 제공받게 되고 이는 오제가 지적한 끊임없

이 현재화하는 비-장소의 특징을 드러낸다. 

84) Rovert Venturi and Denise Scott Brown, 「A Significance for A&P Parking Lots or 

Learning from Las Vegas」, Architectural Forum 128, no.2(March 1968), Kate Nesbitt 

ed., 최학종 역, 건축이론 1965-1995, Spacetime, 2007, p.163의 번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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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보드
스키폴 플라자

인터랙티브 맵: 공간내용제공
히드로 T5

통합사인체계 : 인천
도상/지표/텍스트 기호의 통합

 참조임 29장 시작표 4-19 방향을 지시하는 장치들

도상 기호

대상의 특징과 내용을 추상화

지표 기호
공간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알려주는 지도

상징 기호

로스엔젤레스 공항의 상징

 참조임 28장 시작표 4-18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기호 체계
그리고 이러한 휴지상태를 통해 비행 절차와 그에 따른 흐름의 공간화는 단일

한 계약적 정체성을 직조한다. 교통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상이한 정체

성을 가지고 모여든 다양한 개인들을 ‘승객’이라는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

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 흐름의 조직공간이 최종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것

이며 이 모든 절차와 흐름은 기호(이미지, 단어, 미디어들)로 매개되는 것이

다. 

 우선적으로 기호는 흐름의 조직・분배 과정을 중재하기 위해 공간의 시스템

에 침투한다. 이는 흐름의 조직 공간이 기능적 절차별로 영역화되고 목록화되

어있는 것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기호체계는 크게 도상기호와 지표기호 그리고 상징기

호이다.85) 도상기호는 대상의 외형적 특징을 간략화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85) 도상기호/지표기호/상징기호의 분류는 C.S.퍼스의 기호학 개념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도상(Icon)기

호는 대상의 관찰되는 특징을 간략화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상형문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conography나 pictogram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표(index)기호는 대

상과 지표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통계수치들은 어떤 현상의 지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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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목록화

커브사이드 주출입구의 사인 체크인데스크 탑승게이트와 라운지 영역 표시

 참조임 30장 시작표 4-20 공간의 위치정보를 제시하는 기호

Iconography나 Pictogram이 이에 해당하고, 지표기호는 기호와 기호가 지

시하는 의미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도나 화살표와 같

이 공간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경로를 제시한다. 상징기호는 대상과 직접적 

연관이 없이 다른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공항에서는 장소 이미지, 국가나 

전통의 이미지, 상업적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공항건축 자체의 이미지로 나타

난다. 그리고 이들 기호에는 필요에 따라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한 텍스트들

이 결합한다. 

 방향을 지시하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인체계는 공항건축 내

의 주요 흐름의 시퀀스를 따라 조직된다. 출발여객의 동선과 도착여객의 동선

에 따라 공간이 조직되고 나면, 공간에 대한 인지성과 방향지시를 위해 사인

체계가 동조하여 결정된다.  동선체계는 여행객의 시퀀스를 따라 공간을 분화

시키고 기호는 이들 공간을 목록화한다. 공간을 흐름 조직에 따라 목록화하는 

것과 기호의 연동은 출입구나 체크인 데스크 혹은 탑승게이트의 위치와 거기

에 부여된 일련번호체계에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1의 출국동선 시퀀스에 따른 사인체계의 위

계는 다음의 [① 입구표시→② 안내표시→③ 종합안내→④ 출국전광판 안내

도→⑤ 출국용 현황 안내도→⑥ Gate Sign→⑦ Gate 방향유도→⑧ 

Hanging 광고박스→⑨ Gate 방향유도]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86)

①과 ②는 커브사이드 진입과 교통환승센터(공항철도연계)로부터의 진입을 보

다. 상징(symbol)기호는 대상과 유사성이나 인과성 없이 임의적으로, 그러나 사회적 관습이나 계

약에 의해 만들어진다.,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2005 

참고

86) 인천국제공항 건설지 Ⅱ, p.3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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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6 기계나 공간의 형태적 특징이나 
프로그램적 특성을 간략화하여 덧붙인 쾰른-본 
공항의 픽토그램

조하기 위한 입구 표시이며, ③은 출발 콘

코스에 진입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종합안내보드이다. 이후로는 순서대로 출

발 승객이 가야할 경로의 결절점마다 방향

을 잃지 않도록 탑승 게이트의 위치와 번

호를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각 공간 목록

에 부여된 번호체계와 방향을 직접 지시하

는 화살표와 같은 도상기호와 공간의 기능

적 내용을 지시하는 아이콘과 픽토그램이 

전체 사인체계를 이루는데, 이는 보통 길을 찾아가는 사람의 인지체계를 공간

의 목록과 분류-방향과 경로 지시-공간프로그램의 내용의 연동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픽토그램들은 그 공간의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간략화

하여 표현하는 기호이다. 여기엔 사람의 행동방식 혹은 어떤 공간 특유의 상

징화된 형태가 드러난다. 

독일의 퀼른-본 공항같은 경우 특별한 사인체계와 픽토그램 디자인이 공항건

축 자체 뒤덮어 특징화한 예이다. 이들 사인은 그 공간에서의 행위의 움직임

과 내용을 미리 겉표면에 제시하여 그 공간을 정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도상기호들은 단지 그 사물이나 공간을 지시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설명하

는 내용이 사실은 그 사물과 공간에 우선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는 롤랑 바

르트가 지적한 기호의 본질, 즉 사물의 안쪽보다 그걸 감싼 포장이 실체라고 

간파한 것, 언제나 형식이 내용을 삼켜버림으로 실체를 감춘다는 점의 극명한 

예이다.87) 

또한 이것은 오제가 비-장소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본 ‘텍스트의 

공간침입’의 이미지 버전에 해당한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기호체계를 보면, 

도상기호와 연계하여,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보충한다. 그런데 이들 텍스

트들은 방향을 지시하지 않고, 공간목록의 이름만을 알려준다. 방향은 화살표

와 같은 지표기호가 제시하고, 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한 정보는 픽토그램과 같

은 도상기호가 알려준다. 보다 특정한 지시사항은 보충적인 텍스트를 사용하

는데, 오제도 지적한 바 있는 규범적이거나(우측통행), 금지를 명령하거나(금

87) Roland Barthes, 이화여자대학교기호학연구소 편저, 현대의 신화:롤랑 바르트 전집 3, 동문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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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탑승게이트까지 보행시간을 표기한 사인보드

Madrid Airport Signage

공간을 지배하는 기호와 시간을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배치

Arrival hall at Copenhagen Airport

 참조임 31장 시작표 4-21 시간적 조직을 보여주는 기호 

연), 혹은 정보를 제공(보졸레 누보 지역에 들어가지 마시오)하는 것88)으로 

공간에서의 행위의 내용을 규정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텍스트들이 행위의 내

용을 축약하여 제시하는 추상화 작용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지시

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간의 질서와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흐름의 조직화는 결국 시간 관리의 문제로 다뤄지며, 공항의 비-장소

성의 핵심은 모든 시간을 현재화하는 시간성에 있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시간성은 무엇보다 공항건축 공간 곳곳에 포진해있는 기호체계에 의해 

강화된다. 시간성을 보여주는 기호는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시계에 있다. 공항 

곳곳에는 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 비행기 출발과 도착시간에 대비해 현재의 

자신이 어떤 시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주어진 자유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 앞으로 이동해야할 거리와 시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표 4-21>의 사인체계를 보면 각 탑승게이트까지 걸리는 

보행시간을 게이트 번호를 도상화한 기호 위에 표기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 

거리감각을 시간 표시로 대체하는 것이다.

 한편, 공항의 현재성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매커니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호장치는 다름 아닌 비행정보판이다. 비행정보판은 출발(도착)예상시간, 항

공편 번호, 탑승(도착)게이트 번호, 취항목적지 등을 보여준다. 정보판의 시간

88) Marc Augé(2008), op.cit.,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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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9 도착비행기의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네비게이션 스크린

표시는 비행기 도착 및 출발 예정시간의 변동과 이미 출발한 비행정보의 삭제 

및 새롭게 목록에 오른 출발편의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한다. 이 정보목록

들이 불연속적으로 깜빡이며 새롭게 나타난 정보들을 등장시키고 목록의 배열

이 끊임없이 재배치되는 것을 보면 분명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출력

된 화면과 갱신되는 화면 사이의 불연속으로 인해 언제나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것이 출력하는 현재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4-89>

와 같이 실시간으로 비행기의 경로와 위치를 보여주는 아날로그적인 출력방식

도 있다. 이 경우 비행기의 흐름과 위치를 지도 위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

다 실제적이지만 여전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이 같은 

현재성의 경험을 중재하는 기호의 역할에 대해 소설가 J.G.발라드

(J.G.Ballard)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대조적으로, 히드로와 같은 공항에서 개인은 향후 40년간 그의 영혼을 저당 잡는 
실재하는 땅에 의해 정의되기보다, 비행예고장치 스크린 위에서 전율하는 비행넘버
의 가늠할 수 없는 깜빡임으로부터 정의된다. 우리는 더 이상 시민적 의무를 지는 
시민이 아니다. 그보다는  가벼운 수화물과 함께 이론적으로 모든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승객이다.89)

J.G.발라드는 공항과 같은 장소에서는, 이

전 시대의 장소가 개인을 정의했던 방식-

땅과의 지속적 관계성-과 달리 미디어스크

린 위에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기호들의 

깜빡임을 통해 개인과의 관계를 지시한다. 

기호가 지시하는 내용과 결합하는 의미-비

행편명, 탑승시각, 탑승구 정보 등-와 개

인의 목적이 부합하는 계약적 순간만이 비

-장소와 개인의 관계를 정의한다. 

이와 같이 공항건축 전체의 공간 조직과 연

동하여 흐름을 유도하고 지시하며 총체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기호는 결국 여행자의 현

89) Ballard, J.G., ‘The week in Reviews: Airports: Going somewhere?’, The Observer , 

London (UK), 14 Sep 199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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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에 기반한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매개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호체계는 이동의 경험과 흐름의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 경

험을 기호화하고, 공간 환경을 기호의 풍경으로 만든다. 즉, 이질성을 가지고 

혼합된 정체성의 흐름들은 ‘중성적 피막’의 대공간을 통과하며 추상화되고 

중성화된 정체성으로 직조되며 이러한 흐름의 과정에서 기호체계가 공간환경

과 개인의 경험적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2. 기계적 제의 : 여과

 비-장소는 이동성에 관해 형성된 공간과 개인과 그 공간과의 ‘단독의 계약

성(solitary contractuality)’으로 맺어진 관계에 기반을 둔 개별적 정체성

을 만들어내는데 공항의 발권과 체크인 그리고 보안검색과 여권심사라는 엄격

한 절차는 여행자의 신분을 승객으로 바꾸고, 계약적 정체성을 획득한 승객은 

세계시민으로서 자유를 얻게 된다. 비행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곳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단지 위험요소

를 색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비행할 권리, 공간에 대한 출입권, 세계시민

의 자격, 진정으로 떠나고 있다는 인식을 얻기 위해 거쳐야할 통과의례인 것

이다.  출발 콘코스를 통해 예비된 중성적 흐름은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를 

가르는 문지방을 통과하며 비행의 자격을 획득하고, 보다 근원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어떤 로컬에도 속하지 않는-진정한 글로벌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CIQ 영역은 땅과 공중,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 그리고 로컬과 

글로벌을 가르는 경계부로서 공항건축 내부에 속해있는 진정한 단 하나의 경

계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비-장소가 부여하는 계약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

의례공간이자, ‘비행’영역인 에어사이드에 대한 출입권을 보장받는 관문이

다. 또한 이 통과의례의 공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흐름들, 국가와 도시들, 그

리고 정체성들을 중재하는 사이공간으로서 공항건축의 내부에 존재하는 또 하

나의 사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90) 이질적인 것들의 혼재는 흐름을 끊는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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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1 기계적 경계: Auto-Ticketing machine, 
Heathrow Airport Terminal 5

그림 4-90 흐름의 이행을 구성하는 기계-경계

은 통과의례의 문에서 단일화되어 다시 배분되고 이 흐름과 나란히, 이질적 

정체성은 점진적으로 여과되어 단일한 계약적 정체성으로 직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간은 문이면서 경계, 그리고 영역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항건축에서 경계나 관문은 가시적이

고 상징적인 표현이 없이 단지 통과공간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고, 여객수용

량이 많고 규모가 큰 공항일수록 이 영역이 매우 넓고 깊어서 더욱더 공간적

으로 전이감각을 주는 장치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보다 기계 프로세스와 

스크린이 기계 위에서 사물과 사람을 분절하며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행하는 

문지방으로 작용한다. 

 공항건축 내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계부는 CIQ-보안검색구역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CIQ 영역은 관문적 상징성의 표현이 거의 없고 영역을 한정하는 

벽은 아예 없거나 부분적으로 설치되고, 대다수의 경우 투명한 유리 칸막이벽

으로 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닫힌 문’이 아닌 검색스크린 기계들의 배열이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견고하고 명백한 경계영역임에도 불구하

고 건축적으로는 경계부를 지시하는 물리적 구획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절

차가 보안요원과 기계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한 규격

화된 평면이 제공될 뿐이다. 대부분의 공항에서 이 영역은 이전의 출발 콘코

스 그리고 이후의 쇼핑아케이드 영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낮은 층고로 계획

90) “공항 ― 문턱,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사이의 장소. 이때 ‘사이’란 자크 데리다에 따르면 

‘정의되지 않은 방향 전환의 거처’이다. 공항에는 무수한 문, 출구, 통로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질적 것들의 혼재, 그 흐름을 이끌고, 흐름을 끊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잇는다.”장석주, “‘익

숙한 나’에서 또다른 ‘낯선 나’에게로 나가는 출구”, [장석주 시인의 인문학 산책] <32>국제

공항 (international airport), 세계일보,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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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2 검색처리공장 (Denver by Reuters/Rick 
Wilking)

그림 4-93 게이트-기계 (Logan, Boston)

되어 있다. 이는 다종의 흐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며 동일하고 청정한 흐름

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공간의 규모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즉, 경계는 검색

기계를 통한 흐름의 이행으로 나타난다. 

 검색기계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로 사람과 그의 소지품의 흐름을 일시적으

로 분리시켜 이들을 투시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잠재적 범죄자 

신분을 부여받고, 이 기계게이트만 통과하면 이들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전혀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화적 의례공간이다.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한계이자 경계선이고 국경인 

동시에 그러한 세계들이 서로 만나고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역설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다.91)

공항에서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나 자신 사이의 어떤 것이다......공항에서 비
행기표와 여권만 들고 출국심사대를 빠져나갈 때마다 나는 거의 다른 존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 착각은 참으로 감미롭다. 그런 점에서 공항은 환각의 극장
이며 착각의 궁전이다. 그리하여 공항은 마침내 삶에 대한 절절한 역설이 되는 셈
이다. 맞다. 덧없이 반복적으로 스쳐가는 것들만이 영원하다.92)

 소설가 김연수가 제시하는 ‘덧없이 반복적으로 스쳐가는 것들만의 영원

함’은 오제가 지적한 ‘현재성’과 공명하며, 공항이라는 비-장소 전체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순수하게 ‘통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 더욱 극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CIQ/보안검색구역에는 끊임없는 통

91) Mircea Eliade, 이은봉 역, Das Heilige und das Profane, 성과 속, 한길사, 1998, p.58

92) 김연수, ‘그리고 우리에겐 오직 질문하고 여행할 권리만이 ― 언제라도 나를 매혹시킬 세 개의 

공간’, 여행할 권리, 창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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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흐름 만이 있을 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한 어떤 맥락도 무화된다. 단지 

검색투시기계와 컨베이어벨트와 관계할 뿐이며, 기계적 흐름이 끊임없이 반복

되고, 투시모니터에 나타난 자신의 추상화된 내면을 마주하고 출국심사대에서

는 신분증이 매개하는 침묵의 대면만이 존재한다. 이 같은 정체성의 이행을 

조직하는 것은 검색기계의 반복적 흐름이며 신체는 그 흐름과 기계음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흐름의 여과 절차를 구성하는 CIQ 영역은 

흐름의 이행을 내포하는 기계적 경계로 구성되며 그것이 비-장소의 공간을 

통과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직조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전에 비교적 자유로운 경로를 그리던 여행자는 이 의례공간을 통과

하면서 승객과 소비자라는 일원화된 정체성을 갖고 에어사이드의 쇼핑구역으

로 배출된다. 계약에 의해 정체성을 부여받은 단독적 개인은, 다양하게 제공

되는 소비문화의 프로그램과 이들의 다양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다채로운 

공간분위기와 브랜드 기호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이 다양한 세계에 속해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것은 곧 세계의 어딘가로 떠나게 될 더욱 고립적이고 단독적

인 승객으로의 신분과도 역설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세계에 대한 기대와 전

유를 충족시킨다. 

 물론, 승객과 소비자라는 단독적 정체성 내에도 분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야할 것이다. 항공사가 고수하고 있는 좌석등급은 자본주의 사회의 숨은 계급

을 드러내 보인다.93) 사회적 우월성이 좌석의 등급으로 지속되기도 하고, 또

한 현실의 억압이 승객과 소비자라는 단일정체성 안에서 숨겨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항건축공간의 시퀀스를 따르는 절차와 그에 수반하는 경험은 

궁극적으로 ‘승객’이라는 계약에 기반을 둔 동일한 정체성의 경험이며 일

상의 탈피와 비행의 흥분이 ‘승객’의 정체성과 공항건축공간의 경험으로 

환원된 것이다.

공항에 들어서면 뭔가 알 수 없는 가벼운 흥분과 설렘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여행이든, 출장이든, 망명이든, 이주이든 공항은 이 삶에서 저 삶으로, 혹은 이 장
소에서 저 장소로 달아나기가 실현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나’를 지층화하고 있

93) “항공사의 전통적인 세 가지 클래스는 사람들의 진정한 재능과 장점을 기준으로 한 사회의 삼분

법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암묵적인 암시이다.”, Alain de Botton, 정영목 역, 공항에서 일주일
을: 히드로 다이어리, 청미래, 2009,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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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달아나기, 혹은 탈영토화 하기.94)

 시인 장석주는 공항의 사이-공간적 성격을 ‘나를 지층화하고 있는’ 역사

적 정체성으로부터 비행을 통해 다가오는 세계적이고 미래적인 정체성으로 전

환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간극을 통해 표현한다. 

마크 오제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재로의 환원이라고 지적하는데, 공

항건축공간이 사실상 입구도 출구도 아닌 단지 문지방 혹은 경계지대이기 때

문인 것이다. ‘익숙한 나’와 ‘낯선 나’사이에 있는 공간이지 어느 쪽에

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이동 중인 나’를 대면하게 하는 곳이 곧 비-장소

로서의 공항건축공간이다. 이 같은 어디로부터 떠나는 중이거나, 어디로 가게 

될 나 사이의 ‘나’를 보게 하는 점은 소속이 없는 상태의 자신을 대면하게 

만든다. 즉, 개인의 정체성 인식에 내포된 시간성의 간극이 공항건축의 사이

공간적 특징과 동조하며 비-장소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4.3.3. 도시경험의 축약과 복합 : 분배

(1) 도시경험의 축약

 출발 콘코스의 ‘중성적 피막’으로서 거대공간은 구획이 없는 자유로움을 

주는 투명함의 공간이었지만 그 투명한 외피는 사실상 실제 세계의 장소성을 

상품과 전시물로 축약하여 ‘별도의 질서’로 흐름을 따라 배치한 것이었다. 

공항에서 이 ‘질서’란 탑승을 위한 절차, 계약성을 위한 절차로 축약된다. 

여기서는 수많은 타자(박람회에서 제시한 제3세계의 다양성)를 보는 것이 아

니라, 범죄자가 아닌 정당한 승객이자 세계시민이 될 자신의 미래만 보게 된

다. 세계의 이미지는 바로 그 미래가 아닌 현재의 순간에 있다. 즉 박람회 공

간은 세계의 이질성을 ‘여기’에 배열하고-자기역사장소의 내부에 세계를 

축약하여 갖다놓는- 다시 그 내부화된 세계 속에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신

94) 장석주, ‘‘익숙한 나’에서 또다른 ‘낯선 나’에게로 나가는 출구‘, [장석주 시인의 인문학 

산책] <32>국제공항 (international airport), 세계일보, 20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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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5 전통/역사의 기념비, 

suvarnabhumi 국제공항의 출발 콘코스

그림 4-94 전통/역사의 상징물, 

Beijing 국제 공항의 출발 콘코스 

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터미널은 ‘여기’도 ‘저기’도 아닌 곳이

면서 여기의 과거와 저기의 미래를 섞어놓는데 그건 과거의 자신이 미래의 자

신이 될 수 있도록 제의를 부여하는 신화적 의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착하는 타국인에게 자신이 당도한 그곳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기보다, 자

신의 소속영역을 떠나는 사람에게 각인되는 기념비이다. 개선문처럼, 자신의 

승리를 되새기고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타자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는 의도는 부차적인 것이다. 대다수의 터미널에서 도착승객은 text의 환영을 

받지만, 출발승객은 출발 콘코스에 마련된 기념물을 통해 자신이 떠나는 그곳

이 어떤 곳인지 재확인하게 된다. 여행자들의 공간은 잠시 지나가는, 자신이 

관중으로서 그 장소를 이미지화하는, 그러나 스펙타클로 집중화하지 않고 스

쳐 지나가는 이미지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

서 이 곳에서 자신과 타자의 관계가 모호해지는데, 여기서 과거와 미래를 동

시에 제시하기 때문이다.95) 

한편, CIQ를 통과한 후 흐름이 분배되는 다양한 갈래의 경로공간들에는 이동

통로 주변으로 대기시간을 분절하는 여타 다른 축약된 프로그램들이 혼합된

다.  공간의 중심에는 이동을 위한 통로와 무빙워크가 자리하며, 대기와 탑승 

행위는 보다 정적인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대기시간을 분절하는 다양한 프로그

램들 이동 공간 주변에 배치된다. 쇼핑 이외에도 카페・바・레스토랑 등의 식

음시설, 어린이놀이방・흡연실・인터넷라운지 등 편의시설, 박물관・미술관・

95) “스펙타클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대량생산되고 대량소비되는 이

미지이다.”, David Harvey, “The Urban face of Capitalism”, in Hart, ed., Our 
Changing Cities(199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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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무대・도서관・전통체험관 등 문화시설, 각종 종교실, 공원, 심지어 아이

스링크・성인용 슬라이드・아쿠아리움 등 테마파크까지 복합되어 있다. 이는 

메트로폴리스의 다양한 삶을 단순한 기능으로 환원한 프로그램이며, 공간적으

로는 분배된 구획-근대인의 삶을 환원한 후의 기능적 분배-의 방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탑승대기라는 단일한 행위의 시간적 틈새에 잠시 

끼어든 것으로 사실상 도시성의 일시적 상영과도 같은 것이다. 즉, 비-장소

의 공항건축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실시간 미디어 이미지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한다. 실질적인 소비와 문화 등의 복합적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중심을 지배하는 흐름으로 인해 이들을 일련의 이미지

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유사-도시적 프로그램들과 흐름의 이미

지에 대한 경험이  ‘비행’ 자체의 경험보다 더 여행자들을 매료시킨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규범이 없는 ‘자유’ 가 보장된 복합 소비 공간은 지그

문트 바우만이 지적하였듯이 소비로 조직된 삶의 정제된 단편을 보여주는 일

종의 ‘소비의 사원’ 이다. 

한편, 소비를 위주로 조직된 삶은 규범없이 살아야 한다.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은 
꼬드김과 자꾸만 커지는 욕망, 일시적 바람들이다-더 이상 규범적 규제는 없다. 어
떤 특별한 ‘이웃들’도 우리들이 성공적 삶을 사는 데 참고할 점을 제공하지 못한
다. 소비자 사회는 보편적 비교의 사회이다. 그 유일한 한계는 저 하늘이다.…중요
한 것은 오늘날의 사치를 내일의 필수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오늘’과 ‘내일’의 차이
를 최소로 줄이는 것, ‘원하는 일에서 기다림을 빼내는 것’이기 때문이다.96)

 바우만은 ‘대기시간’ 을 쇼핑과 다른 프로그램들이 채우는 것들을 “차이

를 최소화하고, 기다림을 빼내는 것” 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동일한 정체성

으로 환원된 개인들에게 남은 차이란 그들이 갈 목적지와 비행편의 차이일 것

이지만, 이 차이는 이들에게 ‘소비자’ 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쇼핑공간에 

의해 지워진다. 쇼핑공간의 다종다양한 상품들과 브랜드의 나열은 언뜻 다양

한 차이들의 나열로 보이지만, “소비의 사원은 홀로 떠 있는 질서의 섬” 

이라는 지적처럼, 이미 단일한 것들 내에서의 병렬일 뿐이다.97)  또한 홀로 

떠있는 질서라는 점은 이 공간이 외부의 규범으로부터 자율성을 갖지만, 내부

96) Zigmunt Bauman, 이일수 역,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2005, p.123

97) Zigmunt Bauman, 이일수 역,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2005,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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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6 공항건축 내부의 문지방(threshold), 

로컬과 글로벌,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 사이

적인 감시체계에 의해 엄격한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율적 질서에 지배되는 신화적인 소비 공간은 자본과 기술  흐

름의 가속과 순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항건축은 직접적

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이동공간이자 결절점으로서 이 같은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 거리(distance)를 극복하고 고유의 장소로부터 떨

어져 나온 상품들은 소비의 공간, 도시에 집결되어 자본을 매개하는 이미지 

아래에 묶인 상품세계로 통합된다.98) 

이러한 경향은 두 방향의 극성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상품세계를 보다 거대하

고 단일하게 만들어 자체로 고유의 국가나 사회를 초월하는 하나의 인공적인 

세계가 되려는 경향과 또 하나는 이들이 극복한 거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속도의 기술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전자는 쇼핑센터와 테마파크 혹은 그 둘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교통센터와 기술전시로 나타나며 양자 모두 장소와 

역사와 기술을 박물관화한다.99) 그리고 공항건축의 경우 교통공간이자 세계를 

박물관하는 상품세계로서 양자를 통합하여 한 공간에 병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8) 마이클 소킨은 9.11 이후 공항의 진짜 비즈니스가 쇼핑으로 변형되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9.11은 공항을 거대한 감시기계체계로 만들었다., M. Sorkin, 「The Architecture of Air 

Travel」, New York Times, 2002, Apr 14

99) “박물관은, 장소를 뿌리내리고 성스럽고 침해할 수 없다는 인식과 반대되는 습성을 반영한다. 

결국 박물관은 모두 전위된 대상들로 구성된다. 보물과 희귀품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문화

적 원형에서 찢겨져서 이질적 환경의 대좌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Yi-Fu Tuan, op. cit., 

p.310



- 188 -

 그런 점에서 공항건축 공간-그 중에서도 에어사이드 영역-은 비행과 소비의 

이미지로 환원되는 유사-도시이자 별도의 단독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공항

건축공간은 속도와 이동성의 공간이자 승객과 소비자의 실내이며 자체적 규범

을 지닌 자율적 소비 공간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항건축의 에어사이드 영역

은 로컬과 로컬 사이의 법적이고 가상적인 영역-공중, 에어사이드-에 설립된 

인공적인 세계로서 어떤 국가나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영역은 

기존의 장소가 기반을 두고 있는 땅과 경계가 있는 영역의 메타포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며 글로벌 세계 내의 계약적 질서로 설립된 곳이다. 엄밀히 말하

면 국가와 지역들의 총합으로서의 글로벌이 아닌, 로컬들 사이에 존재하는 순

수한 글로벌의 영역이자 사이공간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떠나온 장소와 가

게 될 장소 사이에서, 도시의 흐름과 비행의 흐름 사이에서, 일상의 나와 승

객인 나의 사이에서 제공되는 공항건축은 일종의 신화적 공간이다.100)

(2) 경험의 기호화 

 비-장소에서 소통성은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기호를 통해 형성되고 있으

며, 그러한 기호적 소통이 대리적 경험과 경험의 이미지화라는 특성을 갖는다

는 점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다. 수많은 흐름이 뒤섞이는 혼잡과 방향상실의 

공간에서 기호체계는 공간환경에 대한 인지적 소통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기

호적 풍경의 경험을 실제적인 공간적 경험과 결합시킨다.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기호체계는 흐름의 공간적 질서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공간경험을 기호로 제시하여 추상화한다. 특히 사회적 관습이나 역사적 통념

을 반영하는 상징적 기호는 기계적인 공항건축 공간에 국가나 도시의 대표적 

관문으로서 상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항건축에서 상징적 기호는 

100) 공항건축공간이 소비의 신화에 포섭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그 공간

에서만 유효한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화의 장소인 성소와 유사하다, 

   “전통사회에서 성소는 일반적인 장소와는 다른 형태의 공간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성소에

서 개인은 현실과 유리된 채 의례참가자로서의 동질적인 정체성만을 부여받게 된다.”,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

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2013, pp.107~1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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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물의 축약물 전시,
방콕 수바르나부미 공항

전통건축물의 축약물 전시,
베이징 서우두 공항

국가상징물과 
지역식생의 결합, 
싱가폴 창이공항

 참조임 32장 시작표 4-22 장소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호들

전통 및 국가의 상징물을 축약하여 삽입하거나, 지역기후 및 식생을 내부에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것, 세계나 미래 혹은 비행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이미지

나 오브제 그리고 도시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기호는 대부분 공항이나 비행이 아닌 다른 장소의 이미지를 도상화하거

나 축약하여 공항건축 공간 내부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복합과 도

시를 내포하려는 것에 연관되어 있다. 

비-장소인 공항에는 다양한 층위의 ‘장소’ 이미지들이 배열되어 있다. 해

당 공항이 위치하거나 대표하고 있는 도시 혹은 국가의 이미지, 역사나 전통

에 관련된 ‘과거 이미지’, 비행이나 첨단기술에 관련된 ‘미래 이미지’, 

해당 국가의 주된 산업에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 공항건축물 자체가 드러내는 

건축적 이미지, 공항 내에 속해있는 항공사와 기업들에 연관된 광고 이미지, 

그리고 도시적인 프로그램을 축약하여 삽입한 각종 미니프로그램들(진짜 도서

관이 아닌, 책선반과 책상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간판이라는 일련의 세트

로 구성된 공간들) 또한 하나의 기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 공항이 속한 지역의 특수한 식생이나 자연물을 공항 내부에 끌어들

이기도 한다. 이 경우, 상징 기념물이나 프로그램의 축약적 제시와 달리 보다 

일차적인 공간 환경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출발과 도착 시퀀스 그리고 공항 

외부공간의 인공조경에도 일관되게 지역의 식생을 드러내고 있다. 대개 어떤 

국가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그 첫인상은 공항건축공간의 세련된 정도, 외

국어 환영 메시지,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와 냄새이다. 상징 기념물은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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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외부 조경, 
수바르나부미 공항

기둥과 같은 지역식생이 
수직적 상징물로 작용,

수바르나부미 공항

인공정원,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참조임 34장 시작표 4-24 지역성을 나타내는 식생과 자연물

비행의 이미지 도시 프로그램 종교 이미지

 참조임 33장 시작표 4-23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호들
지역을 상징화하여 대표하기는 하지만, 거기엔 어떤 질적이고 실제적인 지역 

환경이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적으로 조절되는 온습도

의 공간일지라도 어떤 공항들은 강한 냄새와 기후가 느껴지는데(낙후된 곳일

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여기에 지역 자생식물이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공항

의 ‘중성성’이 매우 강한 ‘지역성’과 공존하게 된다.101) 따라서 자연 식

생의 도입은 텍스트나 상징기념물이 수행하는 기호적 작용이 보다 약하게 나

타나고 공간에 스며든 유사 환경으로서 공간의 인공성과 실제에 대한 감각을 

중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의 이미지 혹은 도시의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비-장소

의 건축 공간 내에 적층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도시성을 가질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이미 장소상실의 논의나 도시성의 부재에 대한 논란들에 의해 상

101) 그러나 오제의 관찰은 이런 지역적 특생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항들이 아닌, 매우 국제화되고 중

성적인 대형 국제허브공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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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공항 에어사이드 면세쇼핑몰

탑승구의 번호와 세계 국가의 기호를 등치시키는 
국기들, Washington Dulles

 Charle de Gaulle Airport, 탑승라운지 쇼핑공간 : 
쇼핑의 사원,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와 

유사한 공간 형태

Havana 공항 탑승대기실 ; 세계 시민의 광장과 같은 
느낌을 부여하는 것은 전청에 나열된 만국기이다, 

Schiphol 공항의 Museum

 참조임 35장 시작표 4-25 에어사이드 영역에 복합된 프로그램의 기호
당히 회의적으로 여겨져 왔다.102) 실제 공항이 공항명의 약자나 일련번호로 

치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시되는 각종 세계의 전통기념물과 상품 

그리고 이미지들은 단지 진짜 세계의 등가물로서 기호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

102) 로버트 피시먼은 미국 교외도시(공항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동떨어진 곳에 도시에 연관하여 인공

적으로 조성되는 도시)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성을 [다양성(포괄성), 세계시민주의, 정치적 문화, 

공공적 삶]으로 정의한다., Robert Fishman, “Urbanity and Suburbanity: Rethinking the 

‘Burbs”, American Quaterly, Vol.46, No.1, Mar 199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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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와 동시에 이미 이동성과 전자기술에 의한 글로벌화가 상당히 심화되

고 있는 현재의 경험 위에서는 이미지가 실제를 어떻게 표상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그나시 데 솔라-모랄레스 루비오(Ignasi de Solà-Morales Rubio)는 

“메트로폴리스의 표상은 처음부터 그 자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매우 특

권적인 수단-사진-을 갖고 있었다” 고 말하며 사진은 메트로폴리스 그 자

체인 건조물과 현실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기간 생활하지 않은 장소에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축적할 가능성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과 상상력은 사진에 의
해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사진적인 것의 인상은 도시의 시각적 경험에 따
라 본질적으로 계속되어왔다.103)

 물론 장소 이미지의 기호들이나 모사물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104)105) 

그러나 장소 이미지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표층만을 가져온다.106) 

또한 첨단기술・비행・세계도시의 이미지들 또한 여행자들의 현재를 지시할 

수 없다. 그들은 공항 내에서 아직 ‘비행’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그 세계

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장소이미지든 과거나 미래의 특정 

순간을 화석화하여 맥락에 관계없이 비-장소 공간에 놓이게 된다. 이들 이미

지와 그것을 설명하고 부연하는 텍스트들은 실제로 그들이 표상하고 있는 장

소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제시하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바라보

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재한다.

또한 비행의 경험과 공항건축공간의 경험 또한 흐름의 이미지와의 소통을 일

반화시킨다. 이는 철도여행의 경험과 아케이드의 경험이 이동속도와 상품세계

의 공간으로서 흐름에 의한 ‘파노라마적 지각’ 방식을 일반화시킨 것과 마

103) Ignasi de Solà-Morales Rubio, “Terrain Vague”, Anyplace/장소의 논리, CA Press, 

2003, p.142

104) 데이비드 하비의 경우, 시공간 압축이 가져온 장소상실은 역설적으로 장소나 지역의 중요성을 

상승시킨다고 지적하며, 장소 이미지들이 어떻게 마케팅으로 이용되는가를 지적한 바 있다. David 

Harvey, 구동회 외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1994).을 참고할 것

105) 마크 오제는 이러한 장소 이미지들은 여행자의 지각과 경험을 현재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지적하는데, 그 또한 그것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의 시선에서 단지 관찰하고 

분석할 뿐이다. 

106) 그것이 도시 안에서 시간적으로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동결된 시간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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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변화하는 조명과 
무빙워크의 흐름이 교차하며 

흐름의 이미지를 극대화,
In the Place of the Public- 
Airport Series Munich, 1999

탑승 라운지에서 도착승객의 
흐름을 지나가는 영상처럼 

볼수 있도록 하는 
유리스크린,

런던 히드로 공항 T5

비행장 풍경을 펼쳐보이는 
유리스크린, 마치 헬스클럽의 
미디어 디스플레이와도 같다.

표 4-27 흐름을 이미지화하는 장치들: 무빙워크, 통로벽의 LED 디스플레이, 스크린 역할을 하는 커튼월

흐름의 스펙타클을 만드는 공간
덴버 국제공항 두바이 국제공항 히드로 국제공항 T5

표 4-26 탑승라운지와 쇼핑공간은 에스컬레이터의 흐름을 통해 전체적인 상품 풍경으로 이미지화된다.

찬가지이다. 비행의 경험은 밀폐된 기내로 인해 외부풍경을 보여주지 않으며 

오직 미디어디스플레이에 대한 시각적 경험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행의 예

비공간인 공항건축은 기계와 사람의 혼합된 흐름 이미지를 인공 자연과 세계

적 기호와 쇼핑 이미지들 사이에서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비행의 경

험을 가상적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예비적 비행의 경험은 피어(pier)의 긴 통로, 무빙워크 위에서의 흐르

는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강화된다. 천창의 유리철골구조와 상점들의 쇼윈도는 

통로를 아케이드로 만든다. 아케이드가 건물 외부와 외부의 사이의 내부로 나

타나서 보행의 흐름과 상품풍경을 중재했다면, 피어의 복도는 건물의 내부에

서, 기계의 흐름을 가지고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를 중재한다. 건물의 외벽

이 투명하게 분절된 쇼윈도가 되어 평평한 배경막을 이루는 아케이드와 달리, 

콘코스의 스크린은 중앙의 흐름공간이 아닌 가장자리의 커튼월 외벽이다. 계

류장에 비행을 기다리며 서있는 비행기의 모습과 카페 등 라운지 좌석의 사람

들이 겹치고 무빙워크의 연속적 움직임과 보행자의 시선이 연쇄를 이루며 교



- 194 -

차하는 흐름의 풍경을 구성한다.

 또한 무빙워크와 같은 기계는 통로 공간의 중심에 놓이면서 통로에 다양한 

속도의 분절을 만들어내고 흐름의 이미지를 구성한다. 무빙워크는 걷고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의 속도를 분절하며 서로 교차하는 흐름의 시선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자신의 탑승구를 찾아가는 동안, 무빙워크 위에서는 불필요

한 신체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시선이 보다 자유롭다. 때문에 투명커튼월 

너머로 승객을 기다리는 비행기들의 모습과 탑승구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을 

조망할 수 있다. 보행거리를 단축시키고, 촉박한 시간의 압박을 느슨하게 하

고, 대기-탑승-카페-상점-비행기-사인보드 들의 연쇄를 일련의 흐름으로 

조망하게끔 한다. 무빙워크의 끊임없는 흐름은 그 위에 실려 이동하는 사람들

의 흐름으로 치환되어 대기 중인 사람들의 시선에 포착된다. 기계의 흐름은 

사람의 움직임으로, 움직임은 파노라마적 장면으로 변형되고, 그것이 투명유

리벽과 비행기에 중첩되며 ‘비행’을 구성한다. 

 이는 떠나온 도시와 가게 될 도시를 그 공간에 현재화하는 비-장소성이며 

실제 도시는 이미지가 아닌 현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공항건축공간에서 비

-장소적인 경험은 결국 포착되지 않는 현재의 순간적인 이미지의 경험이자 

일방향적인 시선의 경험인 것이다. 

벤야민이 아케이드의 산책자는 결국 자신이 보낸 시선을 자기에게도 되돌리게 

되며 자기 자신을 상품풍경의 일부로 만든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비-장소의 

공항건축공간에서 승객은 흐름의 이미지 속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점은 지속적 시간에 얽힌 뿌리내림의 장소와 관계를 맺던 

이전 시대의 삶의 이미지가 아니다. 이동의 공간, 전자미디어의 공간에서 빠

르게 지나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표층적 이미지와 축약적 정보만

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현대적 삶과 공간 환경 사이의 시각적이

고 일시적인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 195 -

(3) 새로운 공공적 관계의 경험

마침내, 터미널 건물, 면세 쇼핑센터, 환승라운지는 인간행동-다음 비행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 죽이기(killing time)-의 흥미로운 형태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기에 적합
한 풍부한 영역이 되었다.107)

 이 지점에서 공항건축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상

기할 필요가 있다. 공항건축과 같은 비-장소의 공간은 공간의 구성원리가 이

동과 동선체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할 뿐만 아니

라 심지어 스스로 인프라스트럭처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가 되어가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공간에서는 도로 위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공간환경은 

기호의 풍경 혹은 흐름의 이미지로 경험되고, 이동하는 개인은 거의 매순간 

퍼스널미디어 혹은 이동보조수단과 결합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철-유리 구조의 단일공간을 구성하는 투명하고 균질한 출발 콘코스 공

간은 수많은 대중들의 흐름이 집합하는 공적 공간으로서 개인들의 이질성을 

중성화시키는 동시에 현재성에 기반을 둔 개인적인 미디어 소통성이 사적인 

개인성을 강화시키는 공간이었다. 이동성을 연속시키는 도로의 연장 위에서 

개인과 공간 환경은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 기호체계를 통해 더욱 사

적인 소통성의 관계로 조직된다. 그리고 그러한 개별적인 사적 관계들의 집합

으로 나타나는 공적 공간은 오히려 단독의 흐름과 정체성으로 보편화되는 것

이다. 따라서 공항건축에 나타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관계는 이전 시대

의 공공공간이 생산했던 관계와 달리 사적인 것이 우세하고, 공적인 것은 사

적인 것의 강화를 위해 기호나 이미지로 동원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체가 기호와 기술에 둘러싸여 일종의 가상적인 방 혹은 피막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개별적이고 가상적인 피막에 둘러싸인 개인들의 흐름이 

혼합되는 대규모 공적 공간에서, 타자와의 관계는 직접적 접촉이나 발화가 아

닌 시각적이고 추상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으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들 

속에서 현재의 자기 자신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시의 군중 속에 혹

107) Hans Ibelings, Supermodernism: Architectur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NAi 

Publishers, Rotterdam, 1998, 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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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석 소통 중에 있는 개인일지라도 그가 휴대전화를 켜는 순간 그는 가상

적 커튼(fictive curtains)108)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 때 임석 중인 소통상대

는 물론 네트워크 너머의 통화 상대도 직접적인 대면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신체 단위의 사적 공간성이 흐름의 공간 속에 섞여있는 

상태, 항상 이동 중이지만 언제나 어딘가에 접속하고 있는 상태의 공공적 관

계는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경계를 가진 공간에서 정위를 기반으로 하는 이전 

시대의 공공성에 관한 사고가 아닌, 다른 이해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쟝 

보드리야르는 광고매체는 단지 상업적 도구이기보다 공공 공간을 대체하기에 

이르렀음을 간파한 바 있다. 

새로운 영역 속에 광고하는 것은, 공공의 공간(가로, 기념물, 시장 장면)이 사라져
버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침범하게 된다…이들 광고대상은, 그것이 소비를 촉진하
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 상품, 대중의 이동과 사회적인 흐름의 작용을 예견하고 제
시하는 실물로서 즉각 제시되기 때문에, 광고게재 기념물(또는 반 기념물)이 되었
다. 대형화면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구조물이다. 거기에는 원자와 소립자와 분자의 
움직임이 반영된다. 이러한 대형화면은 공공의 장면이나 진정한 공공의 공간이 아
니라 유통과 환기와 일시적 관견을 위한 거대한 공간인 것이다.109)

한편으로 스마트폰은 부가적이고 가상적인 접속에 기반을 둔 사이버 공적 영

역을 새롭게 열었다. 그에 따라 실제의 공적 공간은 부가적 공적 영역에 접속

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적 개실들의 집합적 공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

로 공항건축에서의 기호 풍경과 흐름의 이미지로 구성된 경험과 소통성의 확

산은 공공적 경험의 변화와 진정한 공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도시의 전통적인 공공영역이 사라졌다는 위기의식은 항상 장소의 상실과 함

께 논의되어왔다. 공항이나 철도역 그리고 복합쇼핑몰과 같은 공간들이 전통

적인 광장과 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

다. 공공성 변화에 대한 우려들은 대부분 소비사회의 지배적 영향 하에서 상

업자본이 공론장과 공공 공간 모두를 잠식해나가는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비

108) Rich Ling, ‘Restaurants, Mobile Phones and Bad Manners: New Technology and the 

Shifting of Social Boundarie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a on Human 

Factors in Telecommunication, May, Copenhagen, Denmark, 1999

109) Jean Baudrillard, ‘The Ecstacy of Communication’, Hal Foster,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Port Townsend, WA(Bay Press), 1983, 

p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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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 비행정보판이 매개하는 현재적 시간성과 소통성, 홍콩 챕랍콕 공항의 도착환영홀

롯된다.

쇼핑몰과 함께 전통적인 공공공간에 대한 대안적 공적 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공적 공간은 갈수록 ‘위험해진 공간’이 되고 있는, 통제되지 않은 공공 
공간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정숙과 질서를 사람들에게 보장함으로써 방해받지 않
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110)

 쇼핑몰뿐만 아니라 철도역이나 공항의 출발 콘코스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 공간으로서 개방성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항 디자이너인 얀 벤담(Jan Bentham)은 스키폴 플라자(스키

폴 공항 터미널의 출발콘코스)는 진정한 광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111) 그

러나 상시 감시체계와 치안 서비스로 항상 반짝이며 청결하게 유지되는 안전

한 이들 실내 광장들은 입장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즈니랜드와는 차별

되지만, 항상 감시되고 노숙자를 환영하지 않으며 정치적 시위가 없다는 점에

110) Markus Schroer, op. cit., p.262

111) “누구나 입장권 없이 하루 종일 그곳에 갈 수 있다. 그 공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바로 당신

의 것이다. 이러한 공유영역public domain은 도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 Yijs van den 

Boomen, ‘Schiphol: Stad zonder inwoners’, in: Intermediair, 23 September 1999,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eds. Architectural Positions: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권영민 역, Spacetime, 2011, p.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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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 일시 점유방식으로 이용되는 
퍼블릭인터넷데스크, 김포국제공항

그림 4-119 사적인 업무공간처럼 이용되는 인터넷 
라운지, 인천국제공항의 도착중간층 복도

서 전통적인 광장과 확연한 차이를 보

이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다.112) 

 쇼핑몰을 대안적 공적 공간으로 보는 

관점은 미국 교외화와 결부된 쇼핑몰의 

설립에 관련되어 있다. 역사나 맥락이 

전혀 없는 황무지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건설하면서 전통적인 광장이나 시장이 

수행했던 공공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에

서 멤버쉽 커뮤니티와 상업공간을 결합

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업공간의 공공

적 역할에 대해 “당신은 공공생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 찰스 무어(Charles 

Moore)의 지적 이래로 쇼핑몰과 같은 

현대의 상업공간이 전통적인 공공영역

-광장, 시장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가

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증대해왔다.113) 

 일례로 렘 콜하스는 「보편적 도시」의 선언문에서 미래의 도시는 더 이상 

공공의 삶이 없을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그 도시에서 공공적 삶은 비가시적

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공공의 삶은 건물 안에서, 호텔 로비에서, 카지노

나 영화관 혹은 쇼핑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건물들은 “장소

가 없고, 더 거대한 공공도시 속에 내포될 필요가 없다.”114)

 콜하스가 주장하는 공공적 삶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보편적 도시는 

현대의 공항과 같이 ‘중성화’ 를 가장 큰 특징으로 갖고 있다. 그는 현대 

공항을 현대도시의 등가물로 여긴다. “만약 우리가 ‘특징에 대한 반대’ 

라는 세계적인 자유운동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112) 그러나, 현재 철도역이나 공항의 출발콘코스와 같은 공간들에서 대중적 플래쉬몹 행사나 락페스

티벌, 그리고 종교집회나 기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등이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113) Charles W. Moore, 「You Have to pay for the Public Life」, Perspecta, Vol. 9(1965), 

pp.57-65

114) Rem Koolhaas, 「The Generic City」, in: Rem Koolhaas & Bruce Mau, S,M,L,XL, 

Rotterdam(010), 1995, pp.123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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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질문은 현대공항건축에 나타나는 각

종 복합적 문화코드들의 범람을 설명하고 있다. 중성화로 귀결되는 정체성의 

축소는 지속적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한 ‘특징’ 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때

문에 일어나는 역설이다. 공항은 한 때 중립성의 표상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야 하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들을 내포해야하는 곳

이 되었다. 즉, 현대의 공항건축이 무색무취의, 지역적·문화적으로 특정 코

드가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중성성을 띄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코

드들의 과도한 범람에 의한 혼잡의 풍경이 오히려 ‘특징없음’으로 드러나

는 것이다. 

공항은 세계적이고 집단적이며, 그곳의 비행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들의 사회적 무질서-면세쇼핑, 극적인 공간의 질 그리고 다른 공항과의 빈번하고 
신뢰할 만한 연결-에 대한 무자비한 조작에 무의식적인 세계적 공동체 위에 각인
된 상징적인 기호가 된다.115)

 또한 콜하스의 말처럼 공항의 특성이 ‘세계적 공동체 위에 각인된 상징적 

기호’가 된다면, 공항건축공간의 특수성과 비-장소성은 하나의 기호로서 정

체성에 대한 변화와 함께 세계의 공공성을 재정의하는 과정과 결과를 드러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6)

 공항과 같은 보편적 도시에 나타나는 ‘특징없음’ 과 그것이 역설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특징들은 투어리즘에 입각한 소비주의와 결탁하여 특징없는 다

양화를 세계로 전달하고 있다. ‘특징없음’ 은 공항사용자의 계약적 정체성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통용되는 소비 공간의 브랜드 기호들의 특징이기

도 하다.117)  왜냐하면 익명성 속의 자유감과 마찬가지로, 특징없는 글로벌 

115) Rem Koolhaas, 「The Generic City」, in: Rem Koolhaas & Bruce Mau, S,M,L,XL, 

Rotterdam(010), 1995, pp.1238~1264

116) Alastair Gordon은 공항性(airportness)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공항건축 특유의 

건축적 유형학으로서 대공간의 콘코스(concourse)와 비행기 주기를 따라 형성된 좁고 긴 매스

(apron building 또는 pier), 매스 내부의 긴 통로로서 아케이드, 철과 유리 구조의 투명성이다. 

본 연구는 여기에 공항건축이 두 층위의 인프라스트럭처(지상교통과 공중교통)를 연결하는 사이-

공간으로서 스스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일부가 된다는 점까지 공항건축의 전체적인 유형학에 포함시

킨다. 공항 전체를 이루는 세 영역-커브사이드, 랜드사이드, 에어사이드-에서도 그 의미가 나타나

고 있으며, 지하나 환승센터를 통해 건물과 일체화하고, 또 피어 매스는 비행기 주기장(apron)의 

배치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17) "특징이 없다"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외부의 세계에 대한 그리고 자아를 찾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자신을 보장하고 약속하게 하는 강한 현혹을 느끼게 한다.…사람이 특징이 없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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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상품들은 역으로 매우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 경

우 모두 다 이들 전체를 총체로 아우르는 ‘특징’ 으로 정의되기보다, 각각

의 단독적이고 개별적인 신체 혹은 기호로 환원된다. 따라서 공항에서든, 공

공공간을 잠식하는 쇼핑몰이든 “소비의 사원 내부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목

적이 있는 회중이 아니라 그저 모여 있는 것이며, 구성된 팀이 아니라 무리, 

총체가 아니라 총합일 뿐” 인 것이다.118) 

그리고 마크 오제의 비-장소 개념은 이들 공간이 단독의, 고립된 개인을 창

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장소는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의 

총합이 점유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비-장소의 공간들은 항상 고립의 개인들

이 이동하며 교차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제는 이들이 마주치거나 우발적으

로 소통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항상 전통적 장소(혹은 공공영역)에는 항상 정치적 성격(특히 

국민국가의 정치)이 결부되어 있고, 보다 추상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은 경제의 

특성과 결합한다는 관념에 기반하고 있다. 마르쿠스 슈뢰르가 지적하듯이 

“정치는 장소에 묶여 있는 데 반해 경제활동은 화폐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좁은 장소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간 속에 펼쳐진다” 는 생각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119) 즉, 세넷을 표현을 빌리자면 “호모 이코노믹스는 공간

에서 살지 장소를 위해 살지 않는다.”120) 그렇기 때문에 비-장소의 공간이 

대부분 상업적 목적에서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비-장소가 전통적 공공

영역으로서의 장소로 다뤄지기 어려웠던 이유를 말해준다.

또한 새로운 대중매체의 등장은 18세기 부르조아의 인쇄매체가 담당했던 공

전통적인 의미에서 서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특징이 없다는 것은 영웅적인 사람(개성있는 

특정 도시)에게 주어진 주변과의 관계 속에 담겨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콜

하스는 특징 없는 도시를 특정한 도시로 규정하지 않고 현재 여러 메트로폴리스에서 볼 수 있는 

상태라 규정짓는다. 물론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각되는 것이다.“, Heike 

Sinning, 주 범․정태용 역, More is More: OMA/Rem Koolhaas, MGH Architects Books, 

2004, p.46

118) Zigmunt Bauman, 이일수 역, 액체근대(Liquid Modernity), 도서출판 강, 2005, p.159

119) 슈뢰르는 사회학이 공간의 종말을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소와 공간을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수송기술 때문에 갈수록 많은 공간들이 열리지만 장소에의 관계가 

느슨해진다. 그렇지만 장소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제나 공간의 전지구적 영향

력을 반대하는 입지를 차지하며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Markus Schroer, 정인모 외 역, 공간, 장
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에코리브르, 2010, pp.186-187 

120) Richard Sennett, 임동근 외 역, 살과 돌, 문화과학사, 1999, pp. 29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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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여론으로서의 역할을 소비문화의 홍보적 성격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와 대중매체가 곳곳에 배치되어 지배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간 전체의 형상과 이미지가 하나의 홍보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는 비-장소

의 공간들은 상업적 홍보와 투어리즘에 포박당한 채, 수 많은 흐름들의 혼합

이 일어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간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공공 

공간의 사유화’는 전통적인 공공영역들이 상업적 사유화로 건설되는 것에서

부터 퍼스널 미디어 장치들이 공론장을 개인 신체의 단위로까지 축소시켜 가

상공간에 펼쳐놓는 것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면 거리나 공공장소들이 스크

린과 전자적 디스플레이들로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폴 비릴리오의 예측이 실

현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항건축과 같은 비-장소의 공간들이야말로 오늘날의 글로벌화가 가

져온 엄청난 다양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항공 기술은 세계 곳곳을 촘

촘히 연결하며, 개인 단위로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은 개인이 더 이상 공동체

의 억압에 속하지 않고도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 

리처드 세넷은 도시의 위협은 항상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공포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모더니스트 계획들이 분리의 원칙을 실행한 것이 장소상실의 원

인이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서 더 이상 접촉의 기회가 사라진 것

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도시와 함께 비로소 접촉의 수용과 접촉의 기

피가 동시 공존하는 상태가 생겨난다.”121)  특히, 개인화와 공공공간 해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퍼스널 미디어 기술은 접촉의 기피와 접촉의 수용을 동시

에 다차원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공항건축의 공간을 통과하면서 직조된 경험과 정체성의 단일성은 이동성과 

소비주의에 근간한 글로벌 사회에서의 일상적 삶과 공명한다. ‘비행’의 경

험 공간으로서 공항건축공간은 글로벌 세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할 

자격으로서 계약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체화시키며, 또한 사실상 세계여행의 

경험을 소비문화로 환원시킨다. 수많은 익명적 흐름 속에 단독적인 섬으로 함

께 있다는 것이 주는 자유로움에 매혹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티의 

121) Markus Schroer, 정인모 외 역,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에코

리브르, 2010,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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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 퍼스널 미디어에 의한 개인성을 반영한 
공공공간의 의자 디자인과 배치, 샤를 드골 S4

그림 4-120 퍼스널미디어를 장착한 개인적 방, 샤를 
드골 국제공항 S4

공공적 삶의 양식을 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 이동성을 타고 퍼져나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마뉴엘 데 솔라 모랄레스(Manual de Solà-Morales)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호텔들, 주말과 여행객을 위한 식당들, 외곽 지역의 디스코텍들은 우리 도시들에서 
공공의 형태가 구현되는 모호한 공간들이다. 대도시 변두리지역,-역설적으로-미래
의 우리 도시들의 진정한 중심은, 형태적 중요성에 대한 미사여구 없이 공동의 이
익을 위한 장소들을 대표할 위와 같은 공간들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현대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공공 디자이너들의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중간적 장소
들-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지만 모든 반대되는 것들- 즉, 무미건조한 공간들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는 것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한 가지 사실은, 도시란 
엄밀히 말해 사적인 것이 아주 많이 또는 공적인 것들보다는 많이 사회화 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며 좋은 도시란 개인의 건물들, 특별히 좋은 개인의 건물들이 
공적 요소가 되고, 그 건물들이 도시화되면서 그 이면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관을 
전달하게 되는 바로 그런 도시이다.122)

데 솔라 모랄레스는 현대 도시에 나타나는 비-장소의 공간들을 ‘공공의 형

태가 구현되는 모호하고, 중간적인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간적인 장소

라는 것은  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은, 오히려 그보다는 사적인 것이 더욱

더 사회화되어있는 사회적 관계성을 표현하는 공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122) 강조는 연구자가 표기한 것임, Manual de Solà-Morales, 「Public Spaces, Collective 

Spaces」, La Vanquardia, Barcelona, 1992, in: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eds. Architectural Positions: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권

영민 역, Spacetime, 2011, p.109



- 203 -

공공공간에서 ‘이동하는 단독적 개인’의 사적인 경험 형태를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항건축의 비-장소적 경험은 공공적 경험과 관계의 변화를 가

져온다. 그리고 비행과 전자미디어의 이동성의 확산과 함께 이 같은 변형된 

공적 경험이 일반화 혹은 글로벌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글로벌 여행의 경험

을 지원하는 공항건축공간의 비-장소성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공적 경험에 

대한 극단적인 예시로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경험-단일한 고립적 

정체성/원자단위로 분절된 단일함/미디어와 이동성의 피막을 입은 신체들의 

총합-은 한편으로는 ‘공공공간의 사유화’ 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전자미디어와 소비주의의 글로벌한 확산이 가져오는 도시의 일상에 이 같은 

행동양식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123)

4.4.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정리하자면,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비-장소성이란 흐름의 공간화가 낳은 특수

한 건축유형학의 공간적 전제 위에서 나타나는 특정 계약적 절차의 조직 그리

고 이들 공간 조직과 사용자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호와 기술의 지배가 변화시

킨 경험의 사회적 관계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2장에서 정리한 건축공간의 장소성이 가진 [상징성·시간성·정체성]의 

측면이 공항건축이라는 특수한 건축공간을 통해 드러난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

펴본 결과이다. 마크 오제는 ‘공간의 상징화’ 정도에 따라 장소와 비-장소

를 가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비-장소로서 공항건축에서 기호는 역사와 

123) “전자시대는 공공을  ‘개인들의 복합체’로 再정의한다. 당신이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당신

이 원하는 어느 곳이나,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

는 이미지는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꿈꾸는 세상과는 다르다.”, Vito Acconci, 「Public 

Space in a Private Time」, Critical Inquiry 16.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1990, p.900-918;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eds. Architectural 
Positions: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권영민 역, Spacetime, 2011,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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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도시건축 공항건축

이동성, 글로벌화

Infrastructure의 건축

인공적 유사-내부도시

이동성의 건축공간

-내부화된 가로
-선택적 공공공간
-일상의 상품화

-도로의 확장
-캐노피 건축
-기계이행경계

도시-장소

역사적
도시구조

이질성과
다양성

네트워크-비·장소

-상징성, 시간성

-정체성(관계성)

기계-기호

유사-장소
소비+일시거주

인공적
교외도시

중성화와
계약성

-기호성, 일시성

-정체성(관계성)

흐름의 공간화

Infrastructure化

기계-기호

중성적
피막

기계
이행경계

기호화
공간

혼합 여과 분배

-교통흐름의 교환과 결합
-인프라의 내부화

-경험의 기호화
-단독성·일시적접속·이미지소통

비행의 시설

유사-도시
이벤트

(소비·여행)
장소/도시
이미지화

그림 4-123 공항건축의 비-장소성 개념도

상징을 대체하고 공간과 사용자, 개인과 개인의 소통을 매개하는 핵심적 역할

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장소의 상징성이 비-장소의 기호성으로 대체되고 있음

을 뒷받침한다. 즉, 장소는 상징성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비-장소는 기호성

이 지배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상징물은 그것이 의미하고 지시하는 

다른 대상에 대한 인식을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면, 기호는 대상의 직접적인 추상화이며 축약물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단

독적이고 개인적인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

이라는 비-장소가 부여하는 특징적 정체성에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성과 정체성은 결국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현재로서 비-장소의 시간성을 드러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공항건축을 통해 구체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

림<4-122>과 같다.

그림 4-122 비-장소의 특성 정리

 바로 그런 현재적이고 자기지시적인 관계들이 도시적 일상의 복잡한 층위로

부터 떨어져 나와 항공여행이라는 단 하나의 행위 그러나 이동성과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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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배하는 행위를 위해 거쳐야하는 공항건축공간을 통해 극명하게 제시된다

는 점이 공항건축에 나타난 비-장소성의 핵심인 것이다.

 한편, 투어리즘과 상업주의의 보편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비-장소

적인 건조환경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장소의 작동원리-다종의 흐

름들이 교차하고 혼합되지만 결국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지닌 고립의 개인

을 만들어내는 것-는 도시의 공공적 공간에서 우리의 경험을 재편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소란 세계에 대한 존재방식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한, 장소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여전히 증가하는 비-장소의 공간 환경들에 의문과 도전

을 제기한다. 

이미지의 폭우가 몰아치는 세계에서 장소는 점차 근거를 잃는다. 우리는 누구인
가? 우리는 어느 공간·장소에 속하는가? 나는 세계시민인가, 국민인가, 현지인인
가? 그도 아니라면 사이버 공간의 가상 존재인가?124)

무장소성을 개탄했던 에드워드 렐프는 무장소성의 징후들이 지배적이 되어가

는 경향은 “장소의 깊이 뿌리내린 삶으로부터 뿌리뽑힌 삶으로의 변화”가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장소와 장소경험의 독특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아

는 것”이 삶의 의미 있는 맥락으로서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현재의 삶을 구성하고 있

는 ‘비-장소의 공간들’을 외면하고 과거의 이상향으로서 ‘장소’만을 강

화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현재의 장소를 사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의 공

간 환경과 그 위에서 펼쳐지는 일상적 경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고정성과 이동성 사이의 긴장’에서 발

생한 보편적 위기의 결과로 장소의 파괴와 해체 또는 재생산이라는 공간적 조

정이 일어났지만, 이를 통해 장소의 중요성이 오히려 늘어났음을 지적한

다.125)

124) David Harvey,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s, Oxford: Blackwell, 

1996; John Urry,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Humanist, 2012, p. 210에서 재인용

125) 하비는 시공간 압축의 결과로 장소가 단지 상실되거나 해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1970년경 이후의 자본축적의 범지구화에 따라 공간관계 재구조

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소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②교통비용감소로 자본과 상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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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관은 새로운 교통 및 통신시스템이나 물리적 하부구조로, 새로운 생산 및 소
비양식이나 중심지들로, 새로운 노동력 집적지로, 그리고 개조된 사회적 하부구조
(예컨대 장소의 새로운 통치·조절체제를 포함하여)로 모양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장소들이 형성되는 동안 낡은 장소들은 가치절하와 파괴, 재개발을 겪는다. 대성당
을 중심으로 한 종교도시가 유적지가 되고, 광산지역사회가 유령마을이 되며, 舊산
업중심지가 탈산업화되고, 투기적 붐타운이나 재활성화된 근린이 자본주의 발전의 
최전선에서 일어나거나 탈산업화된 지역사회의 잔해더미 속에서 솟아오르기도 한
다.126)

하비는 장소들이 자본주의의 공간생산논리에 의해 건설된다고 할지라도, 장소

의 지리적 유형이 그것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히 한다. 그보다 오히려 장소의 지리적(혹은 공간적) 유형은 “장소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귀납적으로 형성”된다.127) 

이를 바꾸어 말하면 도시건축으로 나타나는 장소의 유형은 ‘장소와 비-장소 

사이의 경쟁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장소 개념을 주장한 마크 오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비-장소

란 현 시대를 장소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임을 강조한다.

새로운 것은, 세계의 의미가 부족해지거나 의미가 부재하다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명백하고 강력하게 매일같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길 원한다는 점이다. 어
떤 마을이나 혈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에 대해 의미
를 주기 위함이며, ‘과잉’의 본질적인 질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수퍼모던’이라 
부르는 상황에 일치하는 이벤트의 증가에 대해 지불해야할 대가이다.128)

그렇다면 공항건축의 비-장소성을 우리의 도시적 일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

래의 지리적 이동성이 더욱 향상되어 자유로운 장소선택가능성에 따른 장소경쟁이 심화되었다. ③

이러한 경쟁심화로 인해 장소는 다른 장소와의 차별화를 위해 광고나 이미지를 통한 장소판매

(selling of place)를 적극 이용하게 된다. ④과잉자본의 흡수를 위해 투기적 장소건설 붐이 일어

나고 장소판매가 더욱더 부각된다., David Harvey,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 포스트 모

더니티에 대한 성찰," 박영민 역, 『공간과 사회』 5 (1995), pp. 38-40

126) David Harvey,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성찰," 박영민 역, 

『공간과 사회』 5 (1995), p. 38

127) David Harvey,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성찰," 박영민 역, 

『공간과 사회』 5 (1995), p. 37

128) Marc Augé, op. cit., p.24



- 207 -

그림 4-125 스키폴 플라자의 미팅포인트그림 4-124 공항에서의 일시적 거주, 출처: In the Place of 
the Public- Airport Series Heathrow 9. 1998

는가가 문제이다. 공항건축의 비-장소성은 그 건축유형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약적이고 정제된 비-장소적 현실의 축약적 일부이다. 

공항건축은 ‘비행’이라는 특수한-그러나 글로벌 사회의 특수한 소수의 계

층에게는 일상이 되기도 하는- 단독적 행위를 위해 설립된 공간이다. 따라서  

하나의 상징기호가 되는 비행절차-계약과 검색, 비싼 요금-와 공간어휘-흐

름의 공간화로서 표상, 사회적 혼합용기이자 여과장치-로부터 나타나는 경험

적 특징이 비-장소적인 것과 온전히 동의어가 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

려 장소와 비-장소가 경합하는 도시적 일상의 현실로부터 약간은 동떨어진 

국제허브공항이라는 특수한 글로벌 사회의 지리에서 비-장소성의 극명한 표

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복잡한 현실의 질

서가 아닌 단독적인‘비행의 절차’로 환원된 사회의 질서와 그것의 공간화

를 통해 “일상생활이 퍼즐 조각처럼 조립되도록 재단되고 설계되어 있으며, 

노동생활·사생활·여가 같은 일상생활의 각 조각은 수많은 조직과 제도에 

의존하면서 합리적으로 수행”129) 되는 점을 보다 순수하고 극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단독적인 합리성에 의해 수행되는 질서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건축 공간은 다종다양한 글로벌 사회의 일원들이 일시적이지만 수없이 교

차하게 되는 유례없는 만남의 공간이다.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소비·문화·장소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프

로그램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축약적 표본이자 기호화된 일상의 단편이기도 

129) Henri Lefebvre, Everyday Life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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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흐름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차와 시간 지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각축장이기도 하다. 

공항들은 경쟁적으로 환승구역의 거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설치를 확장하고 있으며, 자국의 홍보를 위한 전통체험관이나 기

술·예술을 강조하는 체험형 설치물들을 늘리고 있다. 또한 스키폴 플라자와 

같이 출발 콘코스의 교차적 성격을 직접적인‘광장’으로 제시하면서 미팅포

인트를 설치하여 시각적 강조점을 두어 방향상실의 감각을 상쇄시키는 동시에 

만남을 위한 상징적 장소가 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도 ‘추상화’와 ‘기호화’의 측면에서 비-장소적 성격을 피

해갈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글로벌 사회가 심화되고 비행의 경험이 일반화될

수록 반복성에 의한 친숙함이라는 일상적 측면을 어느 정도 공유해가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는 없다. 비-장소의 경험은 인류학적 장소의 억압을 자유

와 해방감으로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장소가 비-장소를 자주 다니는 사람

들의 (일시적)피난처”130)가 되듯이 비-장소 또한 장소로부터의 피난처가 되

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항건축공간의 경험을 통해 전환된 ‘이동+소

비’의 매력적인 경험은 다시 현대도시의 일상으로 파고들어 일상의 장소를 

흥미로운 장소, 나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항건축의 비-장소성은 현대의 글로벌 도시의 일상에 퍼져있는 비-

장소적인 현상들의 정제된 현실의 단면을 개념화하고 제시하는 역할 뿐만 아

니라 비-장소적 공간들이 다시 현 시대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취하는 

시도들과 그것의 유효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130) Marc Augé(2008), op. cit.,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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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 결 

 지금까지 흐름의 공간으로서 국제허브공항의 건축유형을 바탕으로 공항건축

에 나타나는 비-장소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소적 측면에서 공항은 역사나 맥락이 부재한 도시 외곽에서 출발하였고 비

행을 둘러싼 행위들은 대중교통으로서가 아니라 비행기술의 스펙타클을 전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거주나 일상의 장소가 아닌 이벤트의 장소로 

설립되었다. 이후 국제적 항공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등장한 국제허브공항

은 전지구적 공간에서 로컬과 글로벌 사이의 결절점으로 성장하였으며 국가나 

도시를 대표하는 관문이면서 이들 로컬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지대로서 경계적 

장소가 되었다.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네트워크 상의 흐름이 더욱 중시되면

서 흐름의 교차지점이자 결절점으로서 허브공항은 자체적으로 거대해지고 영

역화하여 자체적인 교통·비지니스·레저를 위한 유사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건축으로서 공항은 먼저 기계 영역인 비행장과 격납고로부터 출발하여 사람들

의 영역인 터미널이 상업비행의 요구로 출현하였다. 규모 확장에 따라 터미널 

내부 공간은 동선분리와 함께 분화되었으며 비행장과 터미널 사이에도 영역과 

동선을 지시하는 경계요소들이 출현하였다. 제트기 도입 이후 터미널은 비행

장으로의 접근을 보호하는 쉘터이자 탑승을 보조하는 브릿지의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해 선적으로 긴 형상의 매스(Pier)를 특징으로 갖게 되었다. 또한 흐름을 

처리하고 비행장과 터미널, 비행기와 승객을 매개하는 기능적인 시설로서 대

공간의 프리플랜과 탑승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선형 피어의 결합형식이 발전

하였다. 비행을 표상한 유선형 구조는 지붕에서 채택되었고 흐름 처리와 비행

장 조망을 위한 기능적 측면에서 벽면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비행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터미널 대형화와 그에 따른 보행거리증가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터미널과 비행장을 매개하는 별도의 이동기계수단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분산장치 역할을 하던 터미널에서 비행의 건축으로서 표상적 측면

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공항건축의 확장은 표상적 

대공간, 분산장치로서 선형피어, 보행보조와 연결매개를 위한 내부적 이동기

계장치의 결합이라는 터미널 복합체로의 발전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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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복합체의 특징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허브 앤 스포크 항공네트워크 시

스템을 적용한 국제허브공항의 전형적인 유형학이 되었다. 

 이동·순환의 공간으로서 비-장소의 개념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축과 실내

화된 인공환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제허브공항의 터미널복합체로서의 공간 

형식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공항건축공간은 기본적으로 ‘비행’의 절차를 처리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으

로 비행에 연결되는 다른 교통수단의 흐름을 연결하고 혼합하며 혼합된 흐름

들을 ‘비행’의 흐름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공항건축이 이동과 순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설립되었고, 그것

의 건축적 공간화 과정이 이동성과 흐름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연관되어있다

는 것을 말한다. 

 이동과 순환 그리고 이행(transit)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항건축공간은 우선

적으로 교통인프라스트럭처의 도착점이자 결절점으로, 그리고 건축이 인프라

스트럭처와 결합하는 특수한 형태로 확산되어 왔다. 이는 도시공간이 철도나 

도로 네트워크의 결절점이 되어가는 것 그에 따라 철도역과 같은 결절점들이 

흐름이 교차하고 혼합되는 거대한 실내공공공간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공항건축의 주요 흐름은 비행의 절차와 교통수단흐름의 이행으로 나타난다. 

체크인(발권과 수화물 수탁)과 보안검색 그리고 탑승대기 및 탑승이라는 3 단

계의 비행 절차는 각각 공간적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형성된 3단계의 영역

은 각각 흐름의 혼합 및 교차, 흐름여과, 흐름분배 및 탑승이라는 흐름의 시

퀀스에 대응한다. 교통수단 또한 3단계의 흐름의 영역을 갖는데 지상교통수단

의 접근과 혼합(커브사이드), 보행공간인 터미널 내부 공간 그리고 탑승구까

지의 보행을 보조하는 보조교통기계가 결합한 피어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렇게 비행 절차와 교통 흐름에 의해 구분된 영역의 시퀀스를 따라 

사용자의 사회적 정체성이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흐름이 혼합되고 교차되는 공간에서 사용자는 차이와 이질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흐름을 따라 진입하지만 체크인 절차를 통해 예비적 승객

이자 검문 전의 잠재적 범죄자라는 중성적인 정체성으로 예비된다. 

 흐름의 교차공간이자 정체성을 중성화하는 공간으로서 공항건축의 출발 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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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거대통합외피 즉 ‘새로운 피막’을 가진 중성적인 대공간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내외부의 감각을 모호하게 만드는 인공적 실내환경은 근대 초기 

온실과 박람회 그리고 철도역과 같이 유사-자연의 내부화, 유사-세계의 내부

화된 전시, 교통기계의 쉘터 그리고 군중의 흐름이 혼합되는 곳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초기 대형공간들과 다른 점은 train shed처럼 곡선형

의 지붕이 매우 강조되는 형태를 가지며 구조통합적 외피로 단일공간을 형성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통기계를 내부에 수용하고 흐름을 연속시키기 위해 채

택했던 train shed의 공간형식을 통해 ‘흐름의 공간화’를 구현한 것이고 

또한 구조통합적 외피가 형성하는 단일공간은 차이를 중성화하는 동시에 새로

운 사회성을 드러내는 구조 형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안검색절차는 이러한 혼합되며 중성화된 정체성의 흐름을 여과하여 공인된 

승객이라는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는 공간적으로 계약을 수행하

는 기계-스크린 장치의 흐름이 만드는 이행하는 기계-경계로 나타난다. 이 

영역은 가장 엄격하고 명시적인 제의적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의 배열

과 흐름으로만 경계성이 부여되고 공간적 구획이나 시선차단이 없는 흐름의 

이행과 연속성을 형성하고 있다.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과 탑승대기라는 단독적 흐름으로 환원된 승객들은 에

어사이드 지역에 진입하여 각자의 목적지를 표상하는 탑승구로 연결되는 긴 

통로들과 이들 사이의 보행거리를 보조하는 교통기계들로 분배된다. 이 영역

의 출입권을 획득한 승객은 법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쇼핑할 자유와 세계로 

비행할 권리를 누리고, 이는 ‘비행’자체의 경험보다 더 여행자들을 매료시

킨다.  에어사이드에 속한 공항건축의 내부는 아케이드와 무빙워크 등 교통기

계 그리고 선형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피막 형식의 탑승라운지로 구분되는 공

간형식을 가지며 쇼핑과 도시문화프로그램이 복합되어 장소-도시-세계를 모

사하는 일종의 신화적 공간으로 작동한다.

 또한 흐름에 따른 공간적 체계와 그에 연동한 정체성의 변화는 공간과 사용

자, 개인과 타자 사이의 소통을 중재하는 각종 기호(단어, 텍스트, 이미지)와 

기술에 의해 매개된다. 이동과 속도의 경험은 개인이 환경을 인지하고 관계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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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데, 교통수단은 개인의 신체를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고, 속도의 흐름 속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질적인 경험으로부터 차단한

다. 신체의 경험은 교통기계 내부가 제공하는 환경의 경험으로, 바깥 환경에 

대한 경험은 속도의 경험에 결합한 시각적 경험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은 더 이상 고정된 시간이나 장소에 결부되지 않고 기계와 시각적 이미

지들의 중재를 통해 형성된다. 공항건축공간은 거대한 규모가 초래하는 방향

상실과 복잡한 동선체계의 공간으로 흐름을 지시하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각종 미디어와 기호가 총체적인 공간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사용자는 

기호와의 시각적 소통을 통해 움직이며 공간환경을 일련의 풍경적 이미지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공항건축공간에는 사용자의 현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시간(역사, 장소)과 사회적 관계를 추상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하는 상징

적 기호체계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기호체계를 통해 공항건

축공간의 사용자는 공간적 흐름의 시퀀스를 따라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 정체

성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기호체계의 풍경을 공공적 경험으

로 갖게 된다.

 따라서 공항건축에 나타나는 비-장소성이란 흐름의 공간화가 낳은 특수한 

건축유형학의 공간적 전제 위에서 나타나는 특정 계약적 절차의 조직 그리고 

이들 공간 조직과 사용자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호와 기술의 지배가 변화시킨 

경험의 사회적 관계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흐름의 공간화가 낳은 

건축 형식-동선체계, 인프라스트럭처화, 터미널 복합체의 유형학-을 전제로 

하며 건축 공간은 특정 계약을 수행하는 제도와 절차를 따라 이행하는 경계를 

가진 공간시퀀스로 조직된다.  이들 공간 시퀀스는 계약적 절차의 이행과 동

조하고 시퀀스의 흐름과 절차를 중재하는 기호체계와 기계가 총체적인 공간환

경을 이루며 이러한 흐름의 공간에서 기호와 기계가 매개하는 계약적 정체성

의 경험은 새로운 공공적 관계를 낳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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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공간들이 단지 장소상실의 결과로 치

부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

였다. 그리고 글로벌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건축공간인 공항건축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보편적 삶과 사회적 관계성이 공간적으로 드러난 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삶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간의 관계를 사고해

온 기존의 장소론이 포괄할 수 없는 현대도시건축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도출

된 마크 오제의 ‘비-장소’라는 개념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마크 오제의 ‘비-장소’ 개념은 이전 사회의 장소와 공동체를 이상화하고 

있는 ‘장소’ 개념으로 사고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도시건축공간들을 인류

학적 관점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에 건축학적 분석을 덧붙이기 

위해 오제가 주장한 현대의 보편적인 ‘비-장소의 공간들’을 중심으로 ‘비

-장소’ 개념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공간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장소 개념을 촉발한 이동성의 건축시설인 공항건축의 성립과정을 분석하

여 공항건축은 처음부터 도시의 거주 장소와 대비되는 교외의 이벤트의 장소

로서 출발하였고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 로컬한 장소들을 연결

하는 동시에 로컬에 속하지 않고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적 장소로서 특징을 갖

는다는 것과 이동성의 연속적 흐름을 공간화한 건축시설로서 인프라스트럭처

화와 흐름을 중재하는 매개기계와의 결합 그리고 동선분산장치이자 탑승연결

매개체로서 독특한 건축유형학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널 복합체의 개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터미널 복합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국제허브공

항의 예를 통해 비-장소 개념이 공간적으로 구현된 방식과 그 공간이 제공하

는 경험을 분석하여 공항건축에서 비-장소성은 흐름의 공간화가 낳은 특수한 

건축유형학의 공간적 전제 위에서 나타나는 특정 계약적 절차의 조직 그리고 

이들 공간 조직과 사용자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호와 기술의 지배를 통해 나타

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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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장소 개념을 촉발한 사회제반의 조건에 대한 사회학적 검토와 장소

론의 인식 변화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동 기술과 흐름의 가속화라는 조건으로

부터 성립된 현대 도시건축공간들은 이동성과 속도가 절단한 기존 세계의 공

간성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동과 네트워크 기술은 영역과 경계가 절단되고 

해체된 장소들을 다른 방식으로 연결시키면서 근접성 약화와 원격적 연결의 

공간적 특성을 낳았다. 또한 교통기계의 경험은 이미지와 스펙타클로 제시되

는 파노라마적 지각을 낳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군중 속의 개인은 익

명성과 공공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이동성이 생산한 건축시

설이 전통적 장소의 건축 논리와 본질적으로 차이를 지니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로컬화와 글로벌화를 동시에 촉진하였고 구

획과 분리의 경계에 관한 사고는 네트워크적 사고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장소 

개념의 수정이 일어났으며, 이는 글로벌 도시의 공간 재편을 낳았다. 비-장

소의 공간들은 이러한 글로벌 도시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동성의 도시건축

시설이며, 비-장소는 이동과 순환이 지배하는 공간, 단독의 계약성으로 결정

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간 그리고 공간과 개인의 계약적 관계 혹은 같은 

공간 내에 공존하는 타자와의 관계를 단어·텍스트·이미지와 같은 기호 혹

은 기술이 매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비-장소는 이동성의 측면에서 인

프라스트럭처의 건축, 도시 가로의 실내화를 통한 도시 재현이라는 건축적 특

징을 가진다. 이 두 공간형식의 특징은 ‘흐름의 공간화’라고 정리하였으며, 

흐름의 공간에서 교환과 소통의 관계는 기계나 상품이미지 혹은 기호를 통해 

추상적으로 매개된다. 또한 공적인 흐름의 공간에서 사적 공간(교통기계)이나 

개인의 개별성이 중요해지며, 이 같은 개인성의 발달은 흐름 속에서의 임시적 

소통과 접속의 순간성에서 비롯되며, 소통의 매개체인 기호나 기술은 항상 현

재의 자기자신으로 의식을 되돌리게 하는 현재성이라는 관계적 특징을 낳는

다. 따라서 이동·순환 공간들의 확산은 임시적 점유와 접속의 공간에서 기계

와 기호가 매개하는 계약성을 낳았으며, 이러한 기호적 소통은 도시에서의 경

험과 공공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현대의 공항은 장소적 측면에서 역사나 맥락이 부재한 도시 외곽에서 출발하

였고 비행을 둘러싼 행위들은 대중교통으로서가 아니라 비행기술의 스펙타클

을 전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거주나 일상의 장소가 아닌 이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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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항건축이 성립부터 비-장소적인 특

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국제적 항공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

해 국제허브공항은 전지구적 공간에서 로컬과 글로벌 사이의 결절점이자 국가

나 도시를 대표하는 관문이면서 이들 로컬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지대로서 경

계적 장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상의 흐름의 교차지점이자 

결절점으로서 허브공항은 자체적으로 거대해지고 영역화하여 자체적인 교통·

비지니스·레저를 위한 유사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이동성과 연결성을 

본질로 하는 경계가 광장과 같은 장소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적으로 영역화

하는 것으로 영역화된 경계에서 계속적인 흐름의 이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행하는 경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흐름의 공간화가 낳는 경계적 

특징이다. 

공항건축은 지상교통흐름과 비행흐름 사이의 이행을 조직하는 공간으로서 비

행장으로의 접근을 보호하는 쉘터이자 탑승을 보조하는 브릿지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선적으로 긴 형상의 매스(Pier)를 특징으로 갖게 되었다. ‘비행’

의 건축적 표상으로서 유선형의 철-유리 구조가 제공하는 투명성이 비행장에 

대한 조망을 매개하고 비행의 낭만을 표상하는 건축형식으로 자리잡았다. 또

한 흐름 프로세서이자 매개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공간의 프리플

랜과 탑승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선형 피어 그리고 이동기계수단의 결합형식

이 발전하였다. 지속적인 공항건축의 확장은 표상적 대공간, 분산장치로서 선

형피어, 보행보조와 연결매개를 위한 내부적 이동기계장치의 결합이라는 터미

널 복합체로의 발전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터미널 복합체의 특징은 1980

년대 이후 등장한 허브 앤 스포크 항공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한 국제허브공

항의 전형적인 유형학이 되었다. 

 이동성의 공간으로서 비-장소적 특성은 터미널복합체로서의 국제허브공항의 

공간 형식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공항건축공간은 기본적으로 ‘비행’의 절차를 처리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으

로 이는 공항건축이 이동과 순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의 건축적 공간화 과정이 이동성과 흐름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과 순환 그리고 이행(transit)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항건축공간은 우선적으로 교통인프라스트럭처의 도착점이자 결절점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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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건축이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는 특수한 형태로 확산되어 왔다. 이는 

도시공간이 철도나 도로 네트워크의 결절점이 되어가는 것 그에 따라 철도역

과 같은 결절점들이 흐름이 교차하고 혼합되는 거대한 실내공공공간으로 나타

나는 것에 상응한다. 

공항건축의 주요 흐름은 비행의 절차와 교통수단흐름의 이행으로 나타난다. 

체크인과 보안검색 그리고 탑승대기 및 탑승이라는 3 단계의 비행 절차는 각

각 공간적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형성된 3단계의 영역은 각각 흐름의 혼합 

및 교차, 흐름여과, 흐름분배 및 탑승이라는 흐름의 시퀀스에 대응한다. 교통

수단 또한 3단계의 흐름의 영역을 갖는데 지상교통수단의 접근과 혼합이 일

어나는 출발 콘코스, 보행공간인 전반적인 터미널 내부 공간 그리고 탑승구까

지의 보행을 보조하는 보조교통기계가 결합한 피어로 구분된다. 

 이렇게 흐름의 공간화를 통해 구분된 영역의 시퀀스를 따라 사용자의 사회적 

정체성이 단계적으로 상응하며 변화한다. 

흐름이 혼합되고 교차되는 공간에서 사용자는 차이와 이질성을 가진 존재에서 

체크인 절차를 통해 예비적 승객이자 검문 전의 잠재적 범죄자라는 중성적인 

정체성으로 예비된다. 흐름의 교차공간이자 정체성을 중성화하는 공간으로서 

출발 콘코스는 거대통합외피 즉 ‘새로운 피막’을 가진 중성적인 대공간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내외부의 감각을 모호하게 만드는 인공적 실내환경은 

근대 초기 온실과 박람회 그리고 철도역과 같이 유사-자연의 내부화, 유사-

세계의 내부화된 전시, 교통기계의 쉘터 그리고 군중의 흐름이 혼합되는 곳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공간과는 차이를 가진다. 출발콘코스 공간은 train 

shed처럼 곡선형의 지붕이 매우 강조되는 형태를 가지며 구조통합적 외피로 

단일공간을 형성하는데 이는 train shed의 공간형식을 통해 ‘흐름의 공간

화’를 구현한 것이며, 구조통합적 외피가 형성하는 단일공간은 타자를 소거

하고 차이를 중성화하는 새로운 사회성을 드러내는 구조라는 점을 드러낸다. 

 보안검색절차는 이러한 혼합되며 중성화된 정체성의 흐름을 여과하여 공인된 

승객이라는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는 공간적으로 계약을 수행하

는 기계-스크린 장치의 흐름이 만드는 이행하는 기계-경계로 나타난다. 이 

영역은 가장 엄격하고 명시적인 제의적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의 배열

과 흐름으로만 경계성이 부여되고 공간적 구획이나 시선차단이 없는 흐름의 

이행과 연속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행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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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이행하는 경계의 영역성은 허브공항의 글로벌 네트워크 상의 

입지적 특성과 상동한 것으로 공항건축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적 측면에서도 경계 공간이자 이행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과 탑승대기라는 단독적 흐름으로 환원된 승객들은 탑

승구로 연결되는 긴 통로들과 보행보조용 교통기계들로 분배된다. 이 영역의 

출입권을 획득한 승객은 법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쇼핑할 자유와 세계로 비행

할 권리를 누리고, 이는 ‘비행’ 자체의 경험보다 더 여행자들을 매료시킨

다.  에어사이드에 속한 공항건축의 내부는 아케이드와 무빙워크 등 교통기계 

그리고 선형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피막 형식의 탑승라운지로 구분되는 공간형

식을 가지며 쇼핑과 도시문화프로그램이 복합되어 장소-도시-세계를 모사하

는 일종의 신화적 공간으로 작동한다.

 또한 흐름에 따른 공간적 체계와 그에 연동한 정체성의 변화는 공간과 사용

자, 개인과 타자 사이의 소통을 중재하는 각종 기호(단어, 텍스트, 이미지)와 

기술에 의해 매개된다. 공항건축공간은 거대한 규모가 초래하는 방향상실과 

복잡한 동선체계의 공간으로 흐름을 지시하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미디어와 기호가 총체적인 공간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호와

의 시각적 소통을 통해 공간환경을 흐름의 풍경 이미지로 경험하게 된다. 이

는 공항건축공간의 경험양식이 시각화를 통한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서 비-장소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공항건축공간에 존재하는 상징적 

복합기호체계들은 사용자의 현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시간(역사, 장소)과 사

회적 관계를 추상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한다. 이는 역사적 장소 혹은 도

시프로그램을 재현하는 기호체계가 자체적으로 유사-도시가 되기 위한 방법

론으로서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공항건축공간의 사용자는 

공간적 흐름의 시퀀스를 따라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 정체성을 통한 새로운 사

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기호체계의 풍경을 통해 새로운 경험양식을 발전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적 공간에서의 경험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

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공항건축의 비-장소성은 새로운 건축유형학과 변화된 공공적 경험

을 생산하였다. 비-장소성의 경험은 공간환경과 그 공간을 경험하는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이 흐름 속에서 임시적으로 공존하며 기호적 풍



- 218 -

경을 통해 소통하는 이동의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이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일반화될수록 개인의 경험을 매개하는 공적 공간과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정

의가 요구된다. 

 사실 현대인은 처음부터 정착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바우만에 의하면 “최소한 정신적으로 모두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조차 불안정하고, 살고 있는 집은 2년마다 바뀔 위협

에 처해있다. 극도의 이동성에 기반을 둔 현대적 메트로폴리스의 삶은 글로벌

화의 확산에 힘입어 이제 일반적인 생활양식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뿌리 

없는 삶, 고향의 상실, 속도와 자본에만 의존하는 삶의 수동성을 개탄하는 것

은 항상 반동적으로 이전 시대에 대한 향수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번도 뿌리

내린 적 없는 삶, 추억할 고향이 없는 사람에게 상실될 장소가 있을까? 

비-장소는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부터 장소상실에 대한 개탄을 뜻하

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마크 오제는 ‘상실된 것이 무엇인가’ 혹은 ‘그것

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현재를 직시하기 

위해 비-장소를 연구한다.  비-장소를 통한 정체성의 위축, 단독의 계약성에 

기반한 개별적 정체성이 단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시각은, 다소 정

체성에 관한 회귀적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상태와 변

형의 기반이 무엇이며 그 원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오제가 인류학자로서 비-장소

를 분석하는 것도 단지 현시대의 상실을 비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우리의 

현재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와 미래에 어떤 식으로

든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교훈이기 때문에, 

비-장소의 반복적인 현재성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상관성을 지운다는 측면에

서 보다 유심히 사고해야할 부분이다. 비-장소가 직조하는 현재성에 기반한 

단독의 계약적 정체성은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삶의 양식에 대한 예시가 된다. 

이러한 비-장소성은 항공 네트워크와 정보기술 네트워크의 확산을 따라 글로

벌 도시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동시에 장소적이고 로컬적인 

움직임의 반동이 함께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장소를 희구하는 열망과 비-장

소성은 끊임없이 경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장소가 단지 인류학적 장소

가 아닌 것, 장소가 상실된 자리에 의미없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동성과 



- 219 -

불안정성으로부터 회피할 수 없는 일상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 

경험을 통해 현대의 장소를 사고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비-장소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현대도시건축의 문제를 장소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이다.  실제 공항건축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경험에 결부시켜 보다 비-장소의 

공간들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건축과 비-장소의 

관계를 정립하여 현대도시건축을 장소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틀을 구체화시

키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글로벌화, 이동성, 계약적 관계로만 출입가능한 공

공공간, 기호와 기술이 지배하는 도시경관과 그 경험 등 현대도시의 주요 문

제들이 비-장소 개념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항건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서 정제된 현실로 집약적으로 발현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

서 본 연구는 공항건축을 통해, 장소의 가능성은 현재 우리 삶의 조건을 지배

하고 있는 비-장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비-장소성과 건축공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공항건축공간에 한정하여 진행하였지만 비

-장소성이 현대도시건축과 삶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로 확대되는 상황

을 고려할 때 도시건축의 다른 유형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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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started from the point of view which recognizes that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al space became the conditions of the new life, not attributing it to 

the result from the placelessn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thod in which general life of contemporary world and social relationships are 

revealed spatially, focusing on airport architecture, the typical architectural space of 

global society.  

To this end, the discussion of Mark Augé who explains special nature of urban 

architectural space in the global era with the concept of ‘non-place’ as opposed to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place was adopted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Marc 

Augé's ‘non-place' concept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observation on the urban 

architectural space of modern society which cannot be thought with the concept of 

placeness which idealizes the place and community of the previous society from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method in which ‘non-place’ concept 

is spatialized in an architectural manner and experience provided by the space was 

embodied with focus on the modern general ‘spaces of non-place' claimed by Marc 

Augé to add an architectural analysis.      

This study also found that non-place characteristics which coexist with a sense of 

place in modern urban architectural space appear intensively with a refined aspect by 

analyzing airport architecture, the typical architectural space of mobility in the global 

era. The airport architecture started as a place of the event in the suburbs as opposed 

to the residential place of the city from the beginning, and then it came to have a 

characteristic as a marginal place which connects local places as a node of the global 

network and exits between them at the same time, not belonging to a particular local 

place. In addition, the modern international hub airport architecture developed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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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complex that features a unique architectural typology as a architectural 

facility that spatializes the continuous flow of mobility, a combination of 

infrastructurization with flow-meditated parameter machine, and a traffic flow 

distribution device as well as a boarding connection medium. 

The airport architectural space is basically for handling and performing the 

procedures of 'flight'. In this sense, the airport architecture was established as a space 

for the purpose of passing movement and circulation, which means that the 

architectural spatialization process of airport architecture regards how to deal with the 

mobility and flow as key design elements. As a space for passing movement(or transit) 

and circulation, airport architectural space has been spread as a special form that 

combines architecture with infrastructure as an end point and a nod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hich corresponds to the fact that as urban space has become a node 

of the railroad or road network, nodes such as railroad stations appear as giant indoor 

public spaces in which the flow is crossed and mixed.    

In addition, the interior space of airport architecture has its characteristic of 

'spatialization of the flow' as a section of the flow for transition and temporary waiting 

for the exchange of infrastructure from ground transportation into air transportation. 

The main flow of airport architecture is co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steps of the 

transi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transportation flow. Three-step flight procedures of 

check-in, security check, and boarding standby and boarding form spatial spheres 

respectively. And the formed three-step spheres correspond to a sequence in the flow 

such as flow mixing and crossing, flow filtration, and flow distribution.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lso has three-step spheres of the flow, which are divided into 

departure concourse where the access and mixing of ground transportation occurs, 

overall terminal interior space, the pedestrian space for customers and pier in which 

auxiliary transport machinery that support walking to the gate is combined.  

 Along with the sequence of the spheres divided through the spatialization of the 

flow, spatial experience and social relationships correspond and change in stages. 

In a space where the flow is mixed and crossed, users with differences and 

heterogeneity are neutralized into identities as preliminary passengers through 

check-in procedures. As a space for crossing the flow and neutralizing the identity, 

the departure concourse is characterized by a huge envelop for integration, or 

‘Neutral Envelope’. The artificial indoor environment that creates a obscure sense of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emerged from a quasi-natural internalization, internalized 

exhibition of quasi-world, shelter of transport machinery and place where the flo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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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owd is mixed such as greenhouses, exposition and railroad stations in early 

modern times, but it has a difference from those spaces. The departure concourse 

space has a shape which has a strong emphasis on curved roof, like train shed and 

forms a single space with structurally integrated envelop, which implements 

'spatialization of the flow' through spatial type of train shed and reveals a structure 

that shows the new social nature which eliminates others and neutralizes differences.  

 The security check procedure grants identity that based on a ‘solitary 

contractuality’ as represented by the authorized passenger by filtering the flow of 

mixed and neutralized identity, which appears as a form of transitional 

machine-border made by the flow of machine-screen device that performs the 

contract spatially. Despite the most rigorous, explicit and propositional boundary, this 

sphere has its characteristics that the boundary is given only by the arrangement and 

flow of machinery, and continuity and transition of the flow without spatial 

compartment and taking eyes off is formed. And this sense of sphere on the boundary 

is in accord with location characteristics on the global network of the hub airport, and 

airport architecture can be defined as boundary space as well as implementation space 

from the aspects of geography and interior space.  

 Passengers reduced to the identity of ‘solitary contractuality’ and boarding 

standby are distributed by long corridors connected to the gate and traffic machines 

that serve as walking aids. The passengers who acquired access rights to this sphere 

enjoy freedom to shop and legal rights to fly around the world as global citizens, 

which attracts more travelers rather than the experience of 'flight'. The interior of the 

airport architecture that belongs to the air side takes the complex spatial from divided 

into transport machinery such as arcades and moving walks, and boarding lounge with 

linear type of ‘neutral envelope’. In addition, shopping and urban cultural programs 

are united to fill the boarding standby time, and images of place, consumption, travel, 

city and world are listed as mythical symbols, abstracting the experience from 

historical places of the city.   

 In addition, spatial system according to the flow and changes in the linked identity 

are intermediated by various symbols and technologies that mediate space, users and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others. The airport architectural space directs 

the flow into a space of disorientation resulting from a huge scale and complex traffic 

flow system and consists of various media that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pace 

and overall spatial environment, and users come to experience the spatial environment 

as a landscape image of the flow through visual communication with sign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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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s the nature of non-place in that the experiential form of airport architectural 

space is characterized by the abstraction  through visualization. In addition, the 

symbolic complex sign systems that exit in the airport architecture represent the time 

(of history or location) that constitutes the present and identity of users and social 

relations as abstract visual images, which reveals the fact that the sign systems used 

to represent historic places and urban programs are key elements as a methodology for 

becoming a quasi-city of its own. 

Through this analysis, the point that non-place of the airport architecture appears 

through the system of specific  contractual procedures that emerge on the spatial 

premise of special architectural typology derived from the spatialization of the flow 

and the control of signs and technologies that mediat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systems and users could be embodied.    

In addition, the non-placeness of airport architecture produced a new architectural 

typology that expresses the mobility and changed public experience. The experience of 

the non-place provides the experience of mobility in which a specific spatial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spatialization of the flow' and individuals with a identity 

of solitary contractuality that experience the space coexist temporarily, and they 

communicate through media of landscape of signs and technologies. The experience of 

non-place in turn requires the definition of the publicity and specific types of public 

space that meditate this experience with the generalization due to the deepening of 

globalization. The typical architectural spaces of non-place such as airport 

architecture and shopping malls have been reconsidered as ‘third spaces.' After all, 

the embodiment of architectural space that expresses the new publicity composed of 

selective social relationships of individuals based on 'the solitary contractuality', an 

essential feature of non-place will become a key challenge of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Accordingly,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as an attempt to analyze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in terms of place theory.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paces of non-place is implemented spatially by relating them with 

physical properties of the actual airport architectural space and experiences and 

embodied the framework to think the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in terms of 

placeness theory by establishing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non-place. 

Major reasons behind the thinking that non-place is taken into account in terms of 

airport architecture lie in the determination that the main problems of modern city 

such as public space only accessible through globalization, mobility and contr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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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urban landscape dominated by signs and technologies and its experience 

are inherent in the concept of non-place, and they are expressed intensively as a 

refined reality in a special space like airport architecture. In this sense, this study is 

said to have its significance as an attempt to show that the possibility of place can 

start from a clear understanding of non-place which dominates the current conditions 

in our lives through the airport architecture. However, this study poses its limitation 

in that research progress was limited to airport architectural space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non-place and architectural space clearly. In this regard, 

follow-up study on the different types of urban architecture needs to be conducted, 

given that the effects of non-place on the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and 

culture of life are gradually expanding. 1)

Keywords : Airport architecture, non-placeness, placeness, spatializaion of flows,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mobility, selective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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